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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land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What to Do if You are a
Board (CICB)
Victim of or have
410-585-3010
witnessed a Hate Crime or
http://goccp.maryland.gov/victims/cicb

Bias Related Incident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검사실은 증오 범죄 가해자를
성공적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State’s Attorney’s Office
50 Maryland Avenue
Rockville, Maryland 20850
www.MontgomeryCountyMD.gov/sao
Phone: 240-777-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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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TATE’S

증오

the prosecution of hate
메릴랜드 범죄 상해 보상위원회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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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Attorney, John McCarthy

“저희 사무실은 증오 범죄에
“My
office공격적인
goes to great기소에
lengths to전념하고
대한
prosecute
hate crimes,
hold 해결에있어
있습니다.
증오to범죄
perpetrators accountable and to assist
전국 최고의 검찰청으로 두 번
victims and witnesses. Please promptly
인정받은
우리는
공교육을
report
all hate crimes
and bias
related 통해
그 약속을
지속하고 확대하고
incidents
to the police”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과 당신이
-Montgomery County State’s Attorney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John McCarthy
도와주십시오.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을 신고하십시오. 저희의
임무는 인종, 민족, 성적 취향,
성별, 성 정체성, 이민 신분, 출신
국가, 종교적 신념, 장애 또는
노숙자에 관계없이 몽고메리
카운티 (Montgomery County)
의 모든 거주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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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폭력 피해자를위한 파트너십 기금
Partnership Fund for Victims of Hate Violence
Montgomery County State’s
The
State’s Attorney’s Office
240-777-8450
has
successfully prosecuted
Attorney’s Office
www.montgomerycountymd.gov/humanrights/
perpetrators
of
hate
crimes.
outreach/partnership.html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검사실
피해자 지원 및 성폭력 프로그램
존 맥카티
Victim Assistance and Sexual Assault Program
주 지방 검사
(VASAP)
The
Anti-Defamation League
240-777-1355
평일 the
has
twice recognized
240-777-4357
224시간 핫라인
Montgomery County,
www.montgomerycountymd.gov/hhs-program/
Maryland
State’s Attorney’s
BHCS/VASAP/VASAPindex.html
Office with its SHEILD Award
vasap@montgomerycountymd.gov
forEmail:
outstanding
leadershi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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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주 지방 검사실
50 Maryland Avenue
Rockville, Maryland 20850
240-777-7300
www.montgomerycountymd.gov/sao

피해자이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야 할 일

2021년 6월

6/30/2021 9:11:42 AM

메릴랜드에서 증오 범죄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MD 형법 제 10-301 조에서 10-308 조에
따라 사람은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의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노숙자 또는 장애에 의해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동기를 부여하는
범죄”
위의 요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증오 범죄로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에 추가적인 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증오 범죄에 대한 추가 처벌
OFFENSE

PENALTY

경범죄

최대 3 년 징역 및 /
또는 $ 5,000 벌금

중범죄

징역 10 년 이하 및 /
또는 $ 10,000의 벌금

사망을 일으킨
범죄

징역 20 년 이하 및 /
또는 $ 20,000의 벌금

반명예회손연맹은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검사실의 증오 범죄
기소에 대한 탁월한 리더쉽을 인정하여
SHIELD상을 두번 표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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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관련된 사건과
증오 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료

편견 관련 사건은 증오 범죄와 같은
이유로 동기가 부여 될 수 있지만 범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증오범죄반대 커뮤니티 (CUAH) 몽고메리 카운티
(MC) Communities United Against Hate (CUAH)
Montgomery County (MC)
www.cuahmcmd.org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에 편견 관련
사건을 신고하여 당국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래와 같이 신고 하십시오:
• 비상시에 9-1-1 로 신고하십시오.
• 비 응급시에는 301-279-8000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에 연락하십시오.
•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와 대면하지
마십시오.
• 경찰이 도착하여 조사 할 때까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정리하거나 파괴하지
마십시오.
• 어떤 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에 문의하십시오.
• 자세한 정보는 본 브로셔의 자료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법무 장관실 증오 범죄 핫라인
Maryland Attorney General’s Hate Crimes
Hotline 1-866-481-8361

MC 경찰서 MC Department of Police
301-279-8000
www.montgomerycountymd.gov/pol
MC 인권실 MC Office of Human Rights
240-777-8450
www.montgomerycountymd.gov/humanrights
MC 커뮤니티 파트너실
MC Office of Community Partnerships
www.montgomerycountymd.gov/partnerships
메릴랜드 법무 장관실 시민인권국 Maryland
Attorney General’s Civil Rights Division
410-576-6300 1-888-743-0023
www.marylandattorneygeneral.gov/Pages/Civil
메릴랜드 범죄 피해자 자원 센터
Maryland Crime Victims’ Resource Center
301-952-0063 www.mdcrimevictims.org
Provides free legal representation and advocacy
services to victims of crime.
범죄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적 대리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릴랜드 주 시민권위원회
State of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410-767-8600 1-800-637-6247
www.mccr.maryland.gov
지역 자원, 사회 서비스 정보 및 추천 : 2-1-1로
전화하십시오. www.211md.org 귀하의 집코드(
우편번호)를 898-211로 문자로 보내십시오
청각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사용하시려면 (TTY 사용자) 매릴랜드 릴레이
(Maryland Relay)에 7-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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