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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범죄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편견이 
완전한 동기가 되거나 일부 동기가 되어 
발생한 범죄를 말합니다.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특정 사건이 증오 범죄로 분류되려면 
잠재적 범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당국은 
범죄가 발생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가 편견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원래 혐의에 증오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마련이지만 증오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깊은 
정서적 피해를 주고 피해가 더 광범위하여 
피해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화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신체적 학대, 언어적 위협, 
강도 및 절도, 낙서와 같은 재산 피해를 포함한 
범죄가 편향된 생각과 결합되어 증오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잠재적 범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뉴욕법은 괴롭히거나 짜증나게 만들거나, 
위협하거나, 경고할 목적으로 역사적으로 
증오의 상징인 만자무늬 또는 올가미를 
사용하는 사람은 괴롭힘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의 예

 열차 승객이 손을 잡고 있는 동성 커플에게 
"I hate gays" (나는 게이들이 싫어) 라고 
말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위협하는 행위. 

 청소년들이 건물에 만자무늬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거나 나무에 올가미를 거는 행위. 

 지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You Asians are spreading the 
Coronavirus!" (동양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린다!) 라며 소리치는 행위.

뉴욕주 증오 범죄법에 따라 인정되는 
그룹은 어느 그룹입니까?

뉴욕주 법은 편견에 의한 범죄를 구별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인종 또는 
피부색

•  종교 또는 
종교 활동

•  조상 또는 
출신 국가

•  성별

•  성적 지향

•  성 정체성 
또는 표현

•  장애

•  연령

잠재적 범죄란?

잠재적 범죄가 없어도 편견과 증오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견에 의한 '사건'은 
개인의 신분을 바탕으로 개인을 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지만 그러한 
행위에는 신체적 공격, 공격 위협, 재물 손상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견에 의한 사건은 차별의 예시로서 
심각하게 취급되지만 반드시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편견에 의한 사건은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 조항으로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건은 뉴욕시 인권국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 
집행하는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뉴욕시에서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견에 의한 사건의 예

 거리에서 라틴계 사람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I hate Mexicans" (난 멕시코 사람들 싫어), 
"Go back to your own country!"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소리칩니다. 

 청소년 무리가 흑인 청소년을 "N" 으로 
시작하는 단어로(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명칭) 부릅니다. 

 레스토랑 주인이 터번을 쓴 고객에게, 
"Muslims are not welcome here"   
(이슬람교도는 들어올 수 없다) 고 말합니다.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Hate Crimes

증오 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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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에게 편향된 말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위협한다면?

신체적 위협은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편향된 표현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하는 순간 증오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기 전에 
"I’m going to punch your Asian face" (동양인의 
얼굴를 때려주마) 라고 소리친다면, 증오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911에 전화하거나 지역 
관할서를 방문하십시오.

만자무늬와 같은 증오적 표현이나 
증오 기호가 포함된 낙서를 
보았다면...? 

낙서는 뉴욕주에서 범죄이며, 증오적 표현이나 
기호가 포함된 낙서는 증오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자무늬와 올가미는 가장 흔한 증오 
기호입니다.

증오적 표현이나 기호가 포함된 낙서를 보았다면 
911으로 전화하여 "hate crime" (증오 범죄) 이라고 
말하십시오. 낙서의 사진을 찍어서 사법 당국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구두로 나의 신분에 대해 
조롱했지만 나를 위협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장애, 기타 보호되는 카테고리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다면 차별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311으로 전화하여 "human rights" (인권) 
라고 하거나 해당 편견으로 인한 사건을 뉴욕시 
인권국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CCHR) 에 신고하십시오.

해당 괴롭힘이 차별 행위였는지, 본인의 정체성이 
원인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CCHR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개인이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불만제기 문서 작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가로등 기둥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홍보하는 스티커나 전단지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티커, 전단지, 포스터 등은 수정 제1조 (First 
Amendment) 로 보호되고 증오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편향되거나 증오가 있는 메시지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단지에 만자무늬나 올가미와 같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에 
대한 혐의가 커질 수 있고, 이러한 건을 지역 
관할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오 범죄나 편견으로 인한 사고를 
겪었는지 확실치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공격했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면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하지만 311
번과 911번 중에서 어디로 전화할지 확실치 않다면 
311, 911번 또는 양쪽에 전화해도 됩니다. 

311번이나 911번으로 전화해도 불만제기 사항은 
해당 부서로 전달될 것입니다. 담당 전화번호에 
대해 알아보는 것보다 해당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견에 의한 사고편견에 의한 사고 증오 범죄증오 범죄

상세상세  정보에정보에  대해대해  질문하고질문하고  경찰을경찰을  파견하여파견하여  조사해야조사해야  할할
지지  결정하는결정하는  교환원에게교환원에게  연결될연결될  것입니다것입니다. . 언어언어  지원지원  서비서비
스가스가  제공되며제공되며  이민이민  자격에자격에  대해대해  질문하지질문하지  않을않을  것입니다것입니다..

311번으로번으로  전화하고전화하고 
"human rights"라고라고  
말하거나말하거나, , CCHRCCHR의의  웹웹  
사이트사이트에에  있는있는  차별차별  

신고서를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작성하십시오..

911번으로번으로  전화하여전화하여  
"hate crime"이라이라
고고  하거나하거나  관할서관할서
에에  전화하십시오전화하십시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건을사건을  조사하고조사하고  불만제기불만제기  문문
서를서를  접수하도록접수하도록  도와줄도와줄 CCHR 

직원에게직원에게  연결될연결될  것입니다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런 경우 어떻이런 경우 어떻
게 해야 하나요?게 해야 하나요?

https://www1.nyc.gov/site/cchr/about/report-discrimination.page
https://www1.nyc.gov/site/cchr/about/report-discrimination.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