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차별 신고하기
커뮤니티 회원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계 및 태평양 섬 주(API)을 표적으로 삼은
증오 사건을 Washington State Commission on Asian Pacific American Affairs (CAPAA)에 전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CAPAA 는 케이스워크를 실시하지 않았고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증오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자 다음의 조치를 따르십시오:
필요할 경우,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십시오.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범죄와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가해자의 성별, 나이,
신장, 인종, 몸무게, 착용 의류 및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합니다. 위협적인 혹은 혐오 발언을 했다면
이것 또한 리포트에 포함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해당 사건을 지역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만약 피해자가 경찰서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면, 리포트를 해당 지역의 시민권/인권 테스크 포스에 신고하십시오. 만약 해당 사건이
증오 범죄의 법률적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도, 이것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주, 카운티, 시 정부 및 기타 조직은 아래에 열거한 리소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오 및
차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서를 대개 갖추고 있습니다:
•

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직장에서 그리고 주택임대 시와 공공시설에서 또는 신용을 얻거나
보험 가입 시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종, 성별, 종교 등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에 반해 차별받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개인은 고용주, 주택 소유주 및 사업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King County Office of Civil Rights
이 사무소는 킹 카운티 정부 및 킹 카운티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도시 외곽)의 고용주, 주택
소유주 및 사업체에 대해 차별과 관련한 고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Seattle Office for Civil Rights
이 사무소는 시애틀시 경계 내의 주택임대, 고용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차별적
괴롭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Spokane Police Department: 증오 및 혐오 범죄 신고하기
이 페이지는 증오 범죄란 무엇이고 신고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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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of Spokane’s Human Rights Commission
스포캔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곳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다양한 유형의
고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Spokane County Human Rights Task Force 증오 사건 신고 양식
스포캔 카운티의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곳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증오 및 혐오 범죄를 다음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관련 정책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당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오 범죄에 맞서다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는 혐오 범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서비스 지원자들에게는 어느 곳에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영어, 중국어 (번체 및 간체), 한국어 및 베트남어로 되어있습니다.

•

AAPI 증오 사건 양식
OCA – Asian Pacific American Advocates 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AAPI)의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복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으로 혐오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OCA – Asian Pacific American Advocates 가 AAPI 를 향한 증오 범죄를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

AAPI 에 대한 증오를 중단하라
Asian Pacific Policy and Planning Council (A3PCON)과 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 (CAA)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경험한 증오 사건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공유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는 지원, 변호 및 교육에 사용됩니다. 양식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어, 크메르어, 태국어 및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uman Rights Campaign (HRC)는 증오 범죄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일들이라는 증오 범죄
피해자를 위한 가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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