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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 Crimes
California law defines a hate crime as a criminal
act or credible threat of violence against a person or
group of people in which the victims are targeted
because of their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ancestry,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gender or disability.
Hate crimes cause victims and the targeted
community to live in fear and tend to undermine the
foundations of equal justice in our society.
To charge an offender with a hate crime under
California law, there must be evidence that bias,
hatred or prejudice was a substantial motivating
factor in the commission of the crime.
The following acts are examples of hate crimes
under California law if the victim is a member or
perceived to be a member of the legally protected
group:
n Targeting a victim for any crime, including
property crimes such as burglary or vandalism,
because of his/her race, color, religion, ancestry,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gender or disability
n Using force or threatening to use force to injure,
intimidate or interfere with a person’s exercise of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s and freedoms such
as attending church or school, voting, moving freely in
public places or being secure in one’s home
n Defacing or damaging property to intimidate or
interfere with a person’s exercise of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s and freedoms
n Desecrating a religious symbol or displaying a
swastika on another person’s property with the intent
to terrorize
n Vandalizing, burning or bombing a church,
synagogue, mosque or other house of worship with
the intent to terrorize
n Hanging a noose on another person’s property,
knowing it to be a symbol representing a threat to
life and for the purpose of terrorizing the owner of
the property including schools, parks and place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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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peech or
Hate Crime?
In our society, we sometimes encounter hateful
words and behavior in the form of racial or ethnic
slurs, religious insults or anti-gay messages posted on
the Internet, shouted out at political rallies or spoken
in anger during a confrontation on the street, such as
a road-rage dispute. But such slurs, insults or hateful
statements alone are not hate crimes.
Free speech i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even when it may
contain hateful or inflammatory ideas. So, while it
may hurt and frighten people and communities, it
is not a crime to speak or write words that advocate
hate and bigotry. However, speech that includes a
credible threat of violence against an individual or
group is a crime.
Hate incidents are hate-motivated words or
actions that do not rise to the level of a crime but are
still offensive because the targeted person may feel
victimized.

Prosecuting
Hate Crimes
California has a number of laws that specifically
apply to hate crimes. These offenses may be
prosecuted either as misdemeanors or felonies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act. Some crimes
that are typically prosecuted as misdemeanors can
be elevated to felonies if they are hate-motivated.
Convictions for felony crimes where hate was a
substantial motivating factor can carry penalty
provisions that add one to four years to the standard
state prison sentence.

Victim Services

Reporting Hate Crimes

The District Attorney’s Bureau of Victim Services
is available in courthouses and police stations
throughout the county to assist crime victims who
suffered injury or were threatened with injury.
Victim services representatives provide assistance
and resources to victims to help keep them safe and
counseling referrals to address the trauma of hate
crime victimization.
In addition to helping victims obtain restitution,
victim services representatives provide crisisintervention services and necessary referrals to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ssist in requesting
protective orders; guide crime victims through the
court process; help arrange emergency shelter, food
and clothing; and assist in filing for compensation
through the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Program.
Victims of violence or threats of violence
with police reports on file may be eligibl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qualifying losses and expenses
related to the crime such as loss of wages and
relocation, medical and counseling expenses.
Staff members are available to assist victims in
several languages.

If you are a victim of, or a witness to, a hate
crime, it is important that you report the crime to law
enforcement. Call your local police or sheriff’s station.
If it is an emergency, dial 911.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s

Bureau of Victim
Services
1-800-380-3811
http://da.lacounty.gov/victims

Where to Find Help
Los Angeles County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
213-738-2788
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
213-978-1660
U.S. Department of Justice
Community Relations Service
213-894-2941
Anti-Defamation League
310-446-2000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213-977-7500
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
of Los Angeles
213-353-1333
Los Angeles LGBT Center
1-800-373-2227
Muslim Public Affairs Council
323-258-6722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310-397-1171
Simon Wiesenthal Center’s Tools for Tolerance
310-772-2505
South Asian Network
1-800-281-8111 or 562-403-0488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and
the Martin Luther King Legacy Association
213-268-3082

언론의 자유,
아니면 증오 범죄?

증오 범죄

증오
범죄 –
국가의 근본 원칙을 해치는
행위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실제 또는 그렇다고 인
식되는 인종, 피부색, 종교, 가계,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별, 또는 장애 때문에 피해자가 표적이 되
는 범죄 행위 또는 신빙성 있는 폭력 위협을 증오
범죄로 정의합니다.
증오 범죄는 피해자와 표적이 되는 지역사회
가 공포에 떨면서 살도록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평
등한 정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증오 범죄를 범한 범죄
자를 기소하려면 편견, 증오, 또는 선입견이 범죄
를 저지른 실질적인 동기 요인이었다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집단의
일원이거나 일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증오 범죄의 예시입
니다.
n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가계, 출신국가,
성적 지향, 성별, 또는 장애 때문에 절도또는 기물
파손과 같은 재산 범죄를 포함한모든 범죄의 표적
으로 삼는 행위
n 교회나 학교에 다니거나, 투표하거나,공공 장
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집에서안전하게 지
내는 것과 같이 헌법에 보장된권리와 자유의 행사
를 해치거나, 위협하거나,간섭하기 위해 무력을 사
용하거나 무력을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n 재산을 훼손하거나 손상하여 개인이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방해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n 종교 상징을 모독하거나, 테러할 의도로
타인의 재산에 나치의 스와스티카를 표시하는 행
위

Jackie Lacey
지방 검찰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n
테러할 의도로 교회, 유대교 회당,모스크,
또는 기타 예배 장소를 파손하거나,불태우거나,
폭탄으로 공격하는 행위
n
타인의 재산에 올가미를 거는 것이 생명을
위협함을 나타내는 상징임을 알면서, 또한 학교,
공원, 고용 장소를 포함한 재산 소유자를 공포에
빠뜨릴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올가미를 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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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을
비방하는 형태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종교적
모독이나 반동성애 메시지로, 정치 집회에서
소리칠 때, 또는 운전 중에 시비가 붙었을
때 등 거리의 싸움에서 분노를 표하면서,
증오를 뿜어내는 글과 행위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방, 모독, 증오 어린 말이나 글
자체만으로는 증오 범죄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비록 증오스럽거나 강한
분노를 담고 있을지라도 미국 헌법 수정 제
1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겁에 질리게
만들지라도, 증오와 심한 편견을 옹호하는 말을
하거나 쓰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을 쓰겠다는 신빙성
있는 위협이 포함된 말은 범죄입니다.
증오 사건은 증오가 동기가 된 말이나
행동이 범죄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
표적이 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역시 공격적인 행위입니다.

피해자 서비스

증오 범죄 신고

지방 검찰청 피해자 서비스국은 카운티
전역의 법원과 경찰서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당한 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증오 범죄 피해자의
외상을 다루는 상담 위탁에 관한 도움과
의지처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받도록 돕는 것 외에도,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는 위기 개입 서비스와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위탁을
제공하고,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고,
법정 절차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안내하고,
비상 대피처, 음식, 의복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위원회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제출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피해자는 임금 손실, 이주 비용, 의료 및
상담 비용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적격 손실 및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 소속 직원들이 다양한 언어권의
피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의 피해자 또는 증인이라면,
법 집행 기관에 해당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경찰서나 보안관실에
전화를 하십시오. 긴급 상황이라면 911로
전화하십시오.

증오 범죄
기소
캘리포니아에는 특별히 증오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많습니다. 그런 범행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범죄로 기소되는
범죄라도 증오가 동기가 되었다면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오가 실질적인 동기 요인이었던
중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일반적인
주 교도소 수감형 선고에 1년에서 4년을
추가하는 조항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간관계 위원회 (Los Angeles
County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
213-738-2788
로스앤젤레스 시 인간관계 위원회 (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
213-978-1660
미국 법무부 지역사회 관계 서비스 (U.S. Department
of Justice Community Relations Service)
213-894-2941
반명예훼손 연맹 (Anti-Defamation League)
310-446-2000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진흥협회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213-977-7500
로스앤젤레스 이민자 권익옹호 연합 (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 of Los Angeles)
213-353-1333
로스앤젤레스 LGBT 센터 (Los Angeles LGBT
Center)
1-800-373-2227
무슬림 공공 문제 협의회 (Muslim Public Affairs
Council)
323-258-672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검찰청

피해자 서비스
부서

1-800-380-3811
http://da.lacounty.gov/victims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
310-397-1171
사이먼 위센탈 센터의 관용을 위한 도구 (Simon
Wiesenthal Center’s Tools for Tolerance)
310-772-2505
남아시아 네트워크 (South Asian Network)
1-800-281-8111 또는 562-403-0488
남부 크리스찬 리더십 컨퍼런스 및 마틴 루터 킹 유산
협회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and the Martin Luther King Legacy Association)
213-268-3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