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오 범죄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의 차이점
은? 

증오 범죄:

인종, 국적 또는 민족, 종교, 성
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
애,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이
나 성별 표현 등으로 구별되는 

일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기
반으로 한 범죄 행위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 동기가 

되어 자행되었으나, 그 자체 만으로 

범죄 행위는 아닌 사건. 증오 사건이 

폭력으로 확대 될 경우, 증오 범죄의 

사전 단계가 될 수 있음

최근 몇 몇 신문 머리기사: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작년 4건 대비 
올 현재  밴쿠버에서 29건 접수 (2020년 5

월 22일자 글로벌 뉴스)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 캘거리 중국 

영사관 외벽 낙서 공격은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
이라고 (2020년 5월 28일자 캘거리 

헤럴드)  

"내가 아시아인이라서 그
런 일이 일어 난 거예요": 

토론토 응급실 간호사 침 

사례 언어 폭행 당해 

(2020년 4월 9일자 

Newstalk 610 CKTB)

피해자:

재발 공격에 대한 공포심 상승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 초래
충격, 불신, 정체성 위기
분노
상대 인종 그룹에 대한 공포 및 불신

 

지역사회 전반의 동요, 공포, 

불안정
가족 내 좌절감과 무력감
보복 조치 촉발 가능성
일상화/당연시함으로 신고 저
조
"우리 대 그들" 분위기 조성
경찰과 사회 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 

 

증오 범죄 신고하기:

신고는 잠재적 트라우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증오 범죄와 사건들을 보고하시기를 권
장합니다: 

1. 경찰에 신고하세요 (긴급상황 시 9-1-1, 또는 

지역 비응급 라인). 거주 지역에 따라, 경찰에 

증오 기반 범죄 전담 부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
다.

2. 해당 인권위원회에 항의를 제기하세요. 주별 

또는 준주별 위원회 목록은 

https://www.chrc-

ccdp.gc.ca/eng/content/provincial-

territorial-human-rights-agencies를 참조
하세요.

3. ACT2endracism 웹사이트 

www.act2endracism.ca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상 도우미 Mei에게 1-587-507-3838로 문
자를 보내 주세요. 해당 신고 라인은 다양한 언
어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캐나다 형법
318(1) 집단 종족 학살 옹호 (식별 

가능한 그룹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
괴하려는 의도)

319(1) 대중의 증오심 선동 (치안
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공개 커뮤
니케이션)

319(2)고의적 증오심 조장 (증오를 

조장하는 공개 커뮤니케이션 - 글, 

상징, 말을 포함할 수 있음)

430(4.1) 종교적 재산에 대한 위해 

(종교 의식에 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손상) 

718.2(a)(i) 인종, 국적 또는 민족,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
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 또는 기
타 유사한 요소를 근거로 한 편견, 

선입견 또는 증오심이 범죄의 동기
가 된 근거가 있을 경우, 형량이 증
가될 수 있습니다.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에 따르면, 증
오 범죄는 '극단적 폭력, 다중 범죄자, 연쇄 공격, 

피해자의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 및 사회 전반
의 무질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Stop the Hate, 2016)

"증오 범죄는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손상시키며, 
불평등을 존속시킵니다.  이는 특정 그룹 전체에 그들이  존중 받을 
가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노골
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다른 것은 위험한 것"이

라는 부식적 개념을 전파합니다.
 

(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 2020)

증오 사건:

증오범죄와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

지역사회:

예: 위의 어느 한 그룹을 향한 증
오가 동기로 밝혀진 기물 파손, 위
협, 신체 폭행, 절도, 재산 손상, 또
는 방화 모두 증오 동기 범죄로 기
소될 수 있습니다. 

예: 욕설, 인종 차별적 비방, 인종차별적 또
는 모욕적 이메일. 인종차별 또는 증오심으
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형사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음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COVID-19, 캐나
다 내 반아시아인 증오 범죄 부채질 (2020년 5

월 14일자 Rappler)

여론조사 결과, 아시아인 대
상 인종차별 COVID-19 기
간 중 캐나다 가장 큰 도시들
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흔
히" 발생 (2020년 4월 28일

자 리치몬드 뉴스)

"증오심에 기인한 범죄나 사건은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전체 커뮤니티
에 상처를 안깁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자행됩니다" (Coalitions Creating Equity, 2020)

(Coalitions Creating Equity, 2020)

나의 권리 알아두기: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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