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오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다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기밀 유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법률 
집행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은 귀하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귀하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집행 기관의 
직원은 공개적으로 또는 귀하의 가족과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 
CVAP)은 Safe Horizon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범죄 후유증에 대한 즉각적인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전 계획을 제공합니다. 현지 범죄 피해자 
옹호자(Crime Victim Advocates)를 
nyc.gov/cvap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증오 범죄로 판결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 인권법은 차별적 
괴롭힘을 추가적으로 보호합니다. 
신원으로 인해 위협, 폭력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뉴욕시 인권 위원회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에 NYC.gov/ReportDiscrimination을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각 지방 검사실에는 법원 절차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고 범죄 피해자, 증인 및 
해당 가족을 위한 사회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 복지사 및 피해자 
옹호자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지방 검사실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또는 증인이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회 복지사 
또는 피해자 옹호자와 상담하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Manhattan: 212-335-9040
Bronx: 718-590-2114
Brooklyn: 718-250-3820
Queens: 718-286-6812
Staten Island: 718-697-8333

언어 지원: 귀하는 번역된 정보 등 
선호하는 언어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찰 조서는 
귀하의 발언을 영어로 정확하게 
반영하여 번역되어야 합니다. 

보복: 귀하는 편견에 의한 사건 또는 
차별을 법률 집행 기관에 신고할 때 
귀하를 상대로 발생하는 유해하거나 
불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됩니다.

nyc.gov/StopHate



증오 범죄 피해자는 지역사회 조직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를 신고하려면 9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정부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사회 조직은 안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증오 범죄를 법률 
집행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지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선호하는 
언어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 
Asian Americans for Equality: 
212-979-8988 (Manhattan) 
718-961-0888 (Flushing, Queens) 
718-316-9993 (Jackson Heights, Queens)
Korean Community Services: 
718-939-6137 

한국어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718-460-5600 
Korean Community Services: 
718-939-6137 

표준 중국어 
Chinese American Planning Council:
212-941-0030 (Manhattan) 
718-358-8899 (Queens) 
718-492-0409 (Brooklyn)
Asian Americans For Equality: 
212-979-8988 (Manhattan) 
718-961-0888 (Flushing, Queens) 
718-316-9993 (Jackson Heights, Queens)

베트남어 + 크메르어 
MeKong: 347-918-9220

1단계 
전화: 본인이 증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그러한 피해자를 알고 있다면, 9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참고: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언어명 또는 방언명(예: “Mandarin”)을 영어로 말해 주십시오. 
911 상담원이 통역사에게 전화를 연결할 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세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 NYPD 순찰 경찰관이 귀하의 위치로 파견되어 편견의 동기를 
포함하여 사건의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이후에는 NYPD 내의 전문 부서인 NYPD 증오 범죄 
태스크포스가 추가 조사를 수행한 후 해당 사건이 증오 범죄 사건인지를 결정합니다. 

3단계 
후속 조치: 대부분의 경우, 시에서 범죄 피해자 옹호자를 배정하여 24~48시간 내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후속 조치를 수행합니다. 참고: 지구 내 전화의 경우 차단 번호로 전화가 올 수 있으며,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포함된 음성 메일을 남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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