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Can You Do to Stop Hate?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들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십시요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으로 의심되는 것을 경찰,

Who Can You Contact for Help?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standagainsthatred.org

DFEH 또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기관에
보고하십시오. 수동적인 방관자가 되지 말고 나서서

미국-이슬람 관계위원회-로스앤젤레스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ca.cair.com/losangeles/what-wedo/civil-rights/report-an-incident/

살고 계신 지역 사회에서 증오, 편견,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학교, 직장 및 정부에서 소외된 공동체 간의 다양성
및 연합 형성을 지지하십시오.
증오에 참여하는 공인들에게 항의하시고 그 분들을
보이콧 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피해자 증인 지원 프로그램

lacityattorney.org/victim-services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인간 관계위원회
LAHumanRelations.org

증오 사건을 목격하면
어떻게해야합니까?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검사원 피해자 증인

한명에게
향한 공격은
An attack
against
향한
one 우리
is an모두를
attack
공격이다

against all

지원 프로그램
The Five Ds for Upstanders
1. Direct: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단호하고
분명하며 간결하게 행하십시오.
2. Distract: 괴롭히는 사람은 무시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과 대화를 주도하십시오.
3. Delegation: 제 3 자/기관의 도움을
구합니다.
4. Delay: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5. Document: 사건을 기록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희생자를 돕는 경우에만).
Credit: Hollaback! ihollaback.org

da.ca.la.va.us/vwap/services

로스 앤젤레스 증오 사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LA 핫라인

식별 및 보고

중국어: 800-520-2356
크메르어: 800-867-3126
한국어: 800-867-3640
타갈로글어: 855-3002552
태국어: 800-914-9583
배트남어: 800-267-7395
영어/등등: 888-349-9695

advancingjustice-la.org

증오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증오 사건은 피해자(들)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국적,
종교, 성적 취향, 장애 또는 성별을 겨냥한 향한 행동입니다.
증오 사건은 형법에 위반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증오 범죄도 포함합니다. 모든 증오 사건들을 지역 사회 단체
또는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된 사건들이 모두
경찰이나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porting Incidents of Hate
왜 신고하는게 중요합니까?

What Are My Rights?
증오

사건은 여러 형태로 발생하며 귀하, 귀하의 가족 및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고하면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더욱히
보고들은 예방을 위한 더 많은 옹호와 자금을 끌어
들이고, 궁극적으로 증오를 줄이고 우리 사회의
관용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오 사건들 신고는
정의진흥협회 로 신고 하십시오:
standagainsthatred.org
증오 사건의 예:
인종 차별적인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
모스크, 회당, 교회 또는 기타 예배 장소에 폭탄을
투하하는 위협.

1. 귀하의 사건을 정의진흥협회의

랄프 법 – 시민 구제
랠프 법 (Ralph Act)은 실제 또는 인식 된 인종, 출신 국가,

이민 신분, 종교, 성별 또는 성적 취향과 같은 보호 된 특성
때문에 폭력 위협 또는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또한 귀하가 이러한 특성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단채에 관련이 있을경우에도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Ralph Act 위반에 대한 구제책에는 명령 제지, 희생자
보상 및 가해자 처벌,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됩니다.

standagainsthatred.org, 또는 핫라인, 아니면 다른 지역
사회 단체에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뒷면을
참고해주세요)
2. 불만 사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epartment (dfeh.ca.gov), 법원 또는 지방
경찰서, 지방 검사 또는 캘리포니아 검찰 총장과 같은
다른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 피해자의 권리
증오 범죄 피해자는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
주택 안전 또는 소득 상실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 웹 사이트 : vcgcb.ca.gov/victims/

잔디밭에 던져진 증오성 전단지 같은 인쇄물 또는 전자 자료

3.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폭력적인 위협이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보호된 권리 (인종, 종교,

행동을 경찰에게 보고하십시오. 경찰이 익숙하지 않은

또는 성적 취향 등)를 겨냥한 비하.

경우 DFEH 에 보고하고 제지 명령 또는 기타 법적

동성애자 청년들을 향한 사이버 괴롭힘

보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증오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에게 돌을

상의하십시오. 폭력적인 위협이나 행위와 특성 (인종,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증오 범죄를 신고할 때 DFEH 및

던지거나 침을 뱉으며 “집에 가라”라고

성별, 장애, 성적 취향 등)의 연관성을 설명하십시오.

LAPD 와 같은 정부 기관이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하거나 아시안을 향해 찢어진 눈

사건과 상관없이, 귀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위협을

않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는 특정 범죄의 피해자이고 조사

제스처를 만들경우

느낀다면 경찰에 보고하십시오.

또는 기소에 도움이 될 경우 U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민자라면
어떻게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