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TE CRIME 
Information and 

Resources(정보/자원팀) 

산타아나 경찰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 분께 범죄 예방 

전략을 교육해드리고, 협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타나  경찰서에  

문의하십시오 :  

 
 
SANTA ANA POLICE DEPARTMENT 

(산타아나 경찰서) 

60 CIVIC CENTER PLAZA 

SANTA ANA CA 92701 

TEL: 714-834-4211 

DAVID VALENTIN 

CHIEF OF POLICE (경찰국장) 드림 

산타아나 

경찰서 

Santa Ana Police Department (산타아나 경찰서)는 

증오 범죄의 피해자라면 피해 당사자가 어느 

누구라도 돕는데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십시오. 다음은 단계별 권장 

사항입니다: 

 911 로 전화하셔서 신고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사고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세부 

내용과 가능한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세부 

정보(성별, 연령, 인종, 키/체중, 의류, 

흉터/문신)를 기록하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사고로 인한 손상이나 부상 

사진을 찍으십시오. 

 저희는 보고서를 제출해드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건과 사진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들(사용 가능한 경우)을 제공합니다. 

범죄와 관련된 것은 어떤 사안이든 조사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타아나 

경찰서에서 이용 가능하신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경찰서로 연락바랍니다.  

증오 범죄 신고 



  

증오 범죄에 대한 이해 
 

증오 범죄: 예방 

미 법무부는 증오 범죄를 "인종, 민족성, 출신 국가,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타인을 다치게 하고 위협하려는 의도를 

가진 편견과 편협의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형법(PC 422.55 a)은 증오 범죄를 "피해자의 하나 이상의 실제 

또는 인식된 특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저질러진 

범죄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증오 범죄에 대한 법령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범죄 예방 협의회’에 따르면 그러한 편견이 개입된 

경우에는 공공 기물 파손죄 (vandalism), 폭행(assault), 

살인(murder) 등의 범죄도 증오 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오범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편견에 의한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오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의지의 

실천에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증오범죄’와 

‘지역사회에서 증오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배워나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증오범죄의 결과는 중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사회가 인식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FBI 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증오 범죄의 통계를 추적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들은 역사적으로 국가로서, 

지역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증오 범죄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최신 데이터를 원하신다면, FBI 웹사이트 

(www.fbi.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성인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태도, 발언을 통해서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편협하고 증오하는 폭력의 가능한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 조치를 브레인 스토밍하기 위한 포럼을 

조직합니다.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위해서 법 집행 기관에 증오 범죄 

통계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편견으로 인한 사건은 범죄이며,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중의 인식을 높입니다. 

 경찰 및 보안관 부서를 위한 편견에 의한 범죄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편향된 내용의 벽 낙서를 

지워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양성을 기념하는 벽화를 

그리십시오. 

 학교, 기업 또는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편견과 관련된 

범죄가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해치는가?"에 관한 포스터나 

논술 대회를 후원합니다. 

 편견에 의한 범죄의 희생자인 동료나 이웃을 지원합니다. 
  

학생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겉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모든 고정관념을 거부하십시오. 

 차별 또는 증오 범죄의 사건을 인지하면 부모, 법 집행 기관 및 

교사에게 보고합니다. 

 친구 교육 프로그램 – 자신 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편견에 대한 

인식을 가르칩니다.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예방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존경하는 날(Day of Respect)' 또는 '대화의 날(Day of Dialog)'을 

활성화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반 폭력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학교 또는 마을 범죄 감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치단체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폭력 예방을 옹호합니다. 

 편견으로 인한 범죄의 희생자인 동급생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오나 편견에 의해 동기부여 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 편견, 차별,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의 지속이 문제를 영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편견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체 집단에 대한 

본질적인 혐오감은 선천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후천적으로 

교육된 것입니다. 이러한 협오감에 대한 인지는 필수적이며, 

협업은 건전성의 기틀을 만든 것입니다. 공개 토론에 

참여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화 해야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증오 범죄를 

통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교육시켜 증오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범죄예방위원회 웹사이트(www.ncpc.org)에서 

제공하는 정보 

  

관련 기관 
Santa Ana Police Department 

Crimes Against Persons Investigative Unit 

(산타아나 경찰서, 대인 범죄수사대)  

(714) 245 - 8390 
 

CSP Victim Assistance Programs 
Victim/Witness Assistance Program -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of Crime Santa Ana  

(CSP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 - 산타아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714) 834 - 4350 
 

CSP Youth Shelter 
Crisis Shelter and Counseling for Youth 11- 17 

(CSP 청소년 보호소, 위기보호소 및 청소년 상담 11-17) 

 (949) 494 - 4311 
 

Legal Aid Society of Orange County 

(오렌지 카운티 법률 지원 협회) 

(714) 835 - 8806 

  

Crime Victims’ Rights – (800) VICTIMS 

(범죄 피해자 권리법 – (800) 피해자)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tel:%28714%29%20245%20-%208390
tel:%28714%29%20834%20-%204350
tel:%28949%29%20494%20-%204311
tel:%28714%29%20835%20-%208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