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 범죄 혹은 사건 신고

기록하고, 신고하고, 보호합시다.

혐오 범죄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 집단이 

표적이 되었습니까?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집단의 건물/재산이 표적이 

되었습니까? 
손상, 방화, 파괴 

(혹은 그렇게 하겠다는 
위협이나 시도)

부동산, 사유 재산,
혹은 사유지가 묘지, 도서관, , 

오락 시설, 학교 등 공공 건물과 
연결된 경우도 포함 

본인의 종교 혹은 
종교 활동/행위/예배 등이 

표적이 되었습니까? 

종교적 목적으로 쓰이는 건물을 
손상했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경우

무력으로 혹은 무력을 쓰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개인적 특성이나 소속을 이유로 
위와 같이 표적이 되었다면

이는 혐오 범죄입니다

혐오 범죄 예시

인종 

피부색

종교적 믿음

성별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유무 

출신 (태어난 곳 등)

노숙 생활

공공 기물 파손, 폭파 협박, 방화

신체적 공격, 절도 

혐오를 나타내는 상징, 언어, 낙서로 
건물을 손상한 경우

혐오 범죄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서면, 직접 대면 등(으)로 범죄가 발생합니다.



혐오 사건

상대방에 대한 편견으로 적의 혹은 공격성을 갖고 
행하는 모든 행동 혹은 표현

범죄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혐오사건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편견에 기반한 혐오 사건은 
혐오 범죄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혐오 사건 예시

욕설, 모멸적인 혹은 비하하는 언어, 모욕적이고 불쾌한 농담 등의 언어적 폭력

 인종 혹은 성적 정체성을 겨냥한 비방

상대방의 문화적 규범이나 관습을 부적절하게 모방하는 행위

따돌림 혹은 위협

혐오 내용이 담긴 인쇄물 배포

혐오 내용이 담긴 자료 혹은 경멸적인 그림, 영상 게재

괴롭힘

특정 냄새 혹은 소리에 대한 악의적 항의, 고소 

내가 과연 혐오 범죄 혹은 사건의 피해자인지 확실치 않으십니까?
우선 아래 나와있는 대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혐오 범죄, 사건의 표적이 되었거나 이를 목격하셨습니까? 신고하십시오

증거를 수집, 기록, 보관하십시오: 사진, 비디오, 메모 모두 좋습니다
가능하면 가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곧장 신고해주십시오

위험에 처했거나 

범죄를 

목격했습니까? 
 9-1-1로 

전화하십시오

Maryland 2-1-1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혐오 범죄 

긴급 전화

1-866-481-8361

메릴랜드

주 경찰

1-800-525-5555

메릴랜드

인권위원회

1-800-637-6247

신고 후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혐오 범죄를 규탄해 주십시오.  
언론과 여러분의 대표자(시, 주, 연방 의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신고를 권장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을 지지해주십시오. 

손을 맞잡읍시다. 결속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