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naître et dénoncer

당신이 증오 범죄의 피해자 혹은 증인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9-1-1로 즉시 전화하기

가능한한 많은 관련된 정보 제공하기 : 가해자의
행동과 말 등 증오범죄라고 여기는 증거 및 정보
제공하기

INCIDENTS LES INCIDEN
당신이 증오 사건(INCIDENT)의 피해자
혹은 증인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CRIMES ET CRIME
증오 표현과 관련된 사건을 신고하려면
아래의 SPVM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AINEUX HAINEU
spvm.qc.ca/haineux

또는 인근 경찰서에 가서 신고서
작성하기

증오 사건이나 증오 범죄를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할 때는 전화번호 514-3931133 (info-crime)으로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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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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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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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범죄란 무엇인가?
증오 범죄는 “인종, 민족 또는 출신국가,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또는 기타
유사한 요소때문에 증오하여 발생 또는 목표가 된
범죄 행위입니다”1.
증오 범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켄크로이츠 (나치 문양) 그리기
• 상대방의 종교를 이유로 위협하기
• 상대방의 피부색을 이유로 공격하기
증오 사건 (INCIDENT)이란 무엇인가?
증오 사건은 범죄 행위에 해당 되지 않으나 상대방의
인종, 국적 또는 민족,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 장애
등에 대한 증오 표현 때문에 상대방의 안전감을
위협하는 상황 또는 행동입니다.
증오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이고
위협하는 자료의 배포
• 상대방의 사회적인 지위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상대방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

1

균일한 범죄 보고 프로그램 (DUC) 매뉴얼에서 발췌된 정의

증오 범죄 또는 증오 사건의 영향?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
• 굴욕모욕감
• 자존감과 인간의 존엄성에 부정적인 영향
• 다른 유형의 범죄 보다 폭력의 정도가 훨씬 더
높음
• 범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
• 사회적 고립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
• 지역 사회 구성원의 안전 의식에 영향
• 지역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음
• 증오 사건과 범죄는 우리의 다문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증오 범죄나 증오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
• SPVM은 사건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 방지를 우선 순위로 둡니다.
• SPVM은 모든 사람들이 증오 사건 및 증오
범죄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