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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 대처 가이드 

일리노이

주 
다음 예시는 모두 증오 범죄에 해당됩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 동양인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여성의 머리카락을 

손에 움켜쥐고는 땅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립니다. 그 남자가 여성을 공격하면서 “F*** you, 

Asians!”(“동양인들 *먹어”) 라고 소리칩니다. 

한 가족이 주택을 구매하여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오며 그 블록에 사는 첫 흑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주차된 가족들의 차가 파손되었고 차에는 “No 

N****** Allowed!” “Die N******!” (“검** 금지!” “검** 죽어라!”) 라는 인종 차별적 욕설이 

페인트로 적혀있었습니다.  

한 유대교 예배당의 창문이 모두 파손되어진 상태로 문 위에 “Jews Must Die!” (“유대인 죽어라”) 

라는 메시지가 페인트칠 되어 있고 예배당 건물 전체에 스와스티카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면책조항: 본 자료에 설명된 정보는 법률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모든 정보는 

(이상 “본 자료”)는 보편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가장 최신의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 방지법은 해당 주에 따라 다릅니다. 본 

자료는 당신이 살고 있는 주의 사법권 또는 특정한 사실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제 3 의 웹사이트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글을 읽는 분의 

편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만을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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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 범죄가 무엇인가요?  >>>>>>>>>>>>>>>>>>>>>>  
 

 

증오 범죄는 다른 범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증오 범죄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뿐 아니라 그 피해자와 유사한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증오 범죄는 여러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한 국가에 영향을 줍니다. 증오 범죄 방지법은 강화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리노이 증오 범죄 법안 (Illinois Hate Crimes Act) 는 평소에는 

경범죄로 처벌이 될 만한 범죄 행위들을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 (felony) 로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일리노이 증오 범죄 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증오 범죄 행위에 대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일리노이주의 법률상 증오 범죄 행위가 종교적 시설, 학교, 공동묘지 또는 공원에서 가해진 

경우 범죄 가해자는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오 사건” (“Hate incident”) 은 증오가 동기가 된 행위나 태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증오 

범죄” 와는 다르게 “증오 사건” 은 정식으로 법률적 개념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증오 사건은 

다음의 예시를 포함합니다: 욕설, 모욕, 공공장소에서 증오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또는 

개인 소유 재산에 증오 관련 자료를 명시하는 행위 등.  

증오  +  범죄  =  증오 범죄  

일리노이주 증오 범죄 법안 (Illinois Hate Crimes Act) 은 (1) 상대방의 보여지는 또는 실체적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혈통, 성별, 성적 경향성,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국적에 대한 

편견 또는 선입관에서 비롯된 (2) 특정한 그룹의 범죄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확립한 

법안입니다. 이 특정 그룹의 범죄는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폭행 

 접촉, 구타, 장해에 의한 신체적 상해 

 형사상 재산상의 손해 

 형사상 불법 침입 

 사이버스토킹 

 협박 

 경범죄상 절도 

 풍기문란죄 

 신체적 상해 또는 감금에 의한 협박 

 스토킹 

실제 법안의 전부를 보시려면 일리노이 증오범죄 법안을 참고하세요: 720 ILCS 5/12-7.1. 

 

https://www.ilga.gov/legislation/ilcs/documents/072000050k12-7.1.htm#:~:text=(a)%20A%20person%20commits%20hate,or%20factors%2C%20he%20or%20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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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범죄 및 사건을 경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모든 상황과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은 없지만 당신이 증오 범죄 및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에 알리세요.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도움 및 지원 요청을 위해 지역 단체나 공동체에 사건을 보고하세요. 지역 사회 공동체 또는 단체는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 사법 집행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변호사 선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지원 단체 및 네트워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위해 사법 집행 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오 범죄는 불법입니다. 가해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사건을 사법 집행 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시고를 통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정부가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FBI 는 연방 형법상 기소를 

위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검찰청 (Illinois Attorney General’s Office). 일리노이 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증오 범죄 행위에 대해 민사적 또는 비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익명 신고를 하세요.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을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자료 수집을 위해 

익명 신고를 받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세요. 

가장 우선 사항은 당신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911 에 전화하세요. 

통역 서비스를 위해 선호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찰 및 치료를 받으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황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최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세요. 차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기록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의 경위, 시간, 날짜, 위치, 가해자에 

대한 묘사 등을 기록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세요. 

 신체적 상해, 모욕적인 그래피티, 재산상의 손해 

또는 다른 증거물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놓으세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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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범죄 및 사건을 왜 신고해야 하나요? >>>>>>>>>>>>>>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입니다.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증오 범죄나 증오 사건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참고하세요.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고는 사법 집행 기관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증오 

범죄 대처가 개선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및 연방 정부가 재원 

할당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합니다. 

때로 증오 범죄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어 

더 심각하고 잦은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작은 

사고라도 모든 신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오 범죄의 신고는 범죄 

행위의 기소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비슷한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행위가 증오 범죄로 

분류된 경우,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QR 코드로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정의를 위한 미국 내 동양인 단체) 에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한 신고는 자료 수집 만을 위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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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카운티 (Cook County) 자원 가이드 <<<<<<<<<< 

 

증오 범죄나 증오 사건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래는 지역 기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 목록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응급 서비스 및 사법 집행 기관 안내 

증오 범죄의 피해자나 목격자는 사건을 사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경우 증오 범죄를 신고한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오 범죄 신고에 대한 포괄적 수사를 위해 

반드시 따라야할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 담당자의 이름, 배지 번호 (badge number) 와 

연락처를 확보해 놓으세요.  

사법 집행 기관과 접촉하는 데 영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호하는 언어를 얘기하고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 (Chicago Police Department): 응급 상황의 경우 911 로 전화하세요.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311 또는 

(312) 744-5000 으로 전화하세요. 또한온라인 으로 시카고 경찰청에 제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에 증오 범죄 신고를 위해 지역 FBI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Civil 

Rights squad 에 증오 범죄 신고 접수를 요청하세요. FBI 시카고 사무실은 (312) 421-6700 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검찰청 (Illinois Attorney General’s Office): 일리노이 검찰청에 증오 범죄 신고를 위해 (877) 581-3692 로 

전화하거나 우편 또는 email 이메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정의를 위한 미국계 동양인 단체 

– 시카고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Chicago) 

4716 N. Broadway 
Chicago, IL 60640 
(773) 271-0899 
 

Coalition for a Better Chinese 
American Community 

2301 S. Archer Ave, Suite 1 
Chicago, IL 60616 
(312) 761-9738 

 

의료 및 복지 지원 

동양인 휴먼 지원 단체 (Asian 

Human Services) 

2848 West Peterson Ave.  
Chicago, IL 60659  

인포 센터: (773) 293-8430 

응급 위기: (773) 907-6411 

 

중서부 동양인 의료 단체 

(Midwest Asian Health Assoc.)  

230 W. Cermak Rd, 2nd Floor 
Chicago, IL 60616 
(312) 225-8659 

무료 법률 단체 

중국계 미국인 지원 단체 – 법률 지원 

(CASL – Legal Services) 

(888) 764-6125 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하세요.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한 변호사 단체 

(Lawyers Helping Our Community) 

LHOC 는 온라인 지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를 통해 상담 예약하세요.  

Attorneys Giving Legal Advice 

AGiLA 는 미국계 필리핀인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상담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회 단체 기관 

http://home.chicagopolice.org/
http://home.chicagopolice.org/services/online-crime-reporting/
http://www.fbi.gov/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chicago
http://www.illinoisattorneygeneral.gov/rights/civilrights.html
mailto:civilrights@atg.state.il.us
https://illinoisattorneygeneral.gov/rights/Hate_Crime_Complaint_Form.pdf
https://www.advancingjustice-chicago.org/
https://www.advancingjustice-chicago.org/
https://www.advancingjustice-chicago.org/
https://www.advancingjustice-chicago.org/
https://cbcacchicago.org/
https://cbcacchicago.org/
https://www.ahschicago.org/behavioral-health/
https://www.ahschicago.org/behavioral-health/
http://maha-us.org/
http://maha-us.org/
https://www.caslservice.org/legal/
https://www.caslservice.org/legal/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MXo6500K0M9QTHijavHWM8_Yecx_GS0Md5pLWbloDloMiw/viewform
https://www.cvls.org/2020/06/16/lawyers-helping-our-community-legal-clinic/
https://www.cvls.org/2020/06/16/lawyers-helping-our-community-legal-clinic/
https://www.cvls.org/2020/06/16/lawyers-helping-our-community-client-application/
https://falachicago.org/probono
https://falachicago.simplybook.me/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