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 아시아 센타는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위치한501(c)(3)

비영리 단체입니다. 

동남부 지역 최초이자 

가장 큰 아태인의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기관으로 설립된
CPACS는 1980년부터 조지아 주의
이민자 및 난민 가정에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종합적인 의료,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권익 보호를 통해 이민자, 

난민, 소외계층의 자급자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CPACS 직원과 자원 봉사자는 연간 72,000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17개 이상의 

아시아 및 비 아시아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안내서

팬 아시아 센타 (CPACS)
3510 Shallowford Rd NE

Atlanta, GA 30341
770-936-0969 

피해자 서비스
678-824-6189

팬 아시아 센타에 관하여피해자 자료들

팬  아시아 센타

3510 Shallowford Rd NE, Atlanta, GA 30341

770-936-0969

facebook.com/cpacs.org

@cpacs

@cpacsorg

무엇인가요
란증오범죄 ?

?

증오범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 성적취향,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증오범죄에는 신체적 공격, 즉 폭행, 
살인, 방화, 재산피해, 위협 그리고 괴롭힘같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편견 또는 증오 사건 (증오 범죄가 아님)

폭력, 위협 또는 재산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 범죄로 
볼 수 없는 사건을 일컬으며 편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  예를들면:  당신의 소유지나 공공 
장소에 욕설, 모욕적이고 증오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동.

범죄 신고 긴급 라인  
• 연방 수사국 (FBI) - 조지아 
      770-216-3000
      (“I need to report a hate crime and I speak Korean”)
       「증오 범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지아 형사 재판 조정 위원회  
      404-657-1956 (커뮤니티 프로그램 책임자 오피스)
      404-657-2222 (피해자 보상)
      https://cjcc.georgia.gov

• 변호사 협회   
      1-844-9-NO-HATE (664283)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펀자브어 가능)
      https://www.lawyerscommittee.org/project/no-hate-
      resource-hotline  

•  팬 아시아 센타 피해자 서비스
      678-824-6189
 

커뮤니티 기관에 온라인 신고

• 국가 연합 폭력 방지 프로그램   
      www.AVP.org   

•  증오 대항 (Stand Against Hatred)
      https://www.standagainsthatred.org 

• 아태계 증오 금지 (Stop AAPI Hate)
      https://stopaapihate.org/reportincident 

• 아태계 증오 범죄 (AAPI Hate Crimes)
      www.aapihatecrimes.org/aapi-hate-incident-form 

• 아시안과 아시안계 미국인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 
   (ASHAAA)
      https://www.ashaaa.org 

•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커뮤니티가 지원합니다.

• 신고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다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경찰이 가해자를 기소함으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 기관들이 증오 범죄에 대한 해당 테이터를 가지고 
  향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가신고



저는 증오 범죄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나가는 행인의 입장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고 싶은 기관으로, 아태계
커뮤니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필요할 경우 의료 지원을 요청하세요.

가능한 한 사건을 기록 하세요.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범죄사실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 하십시오.  
가해자의 성별, 나이, 키, 인종, 체중, 옷차림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같은 눈에 띄는 특징적인 사항 
포함. 협박이나 편견이 있는 내용 등 

경찰에 신고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  경찰관의 이름와 배지 넘버를 알아두세요.

•  사건 증언 후 사건 번호를 꼭 받으십시오. 사건 
   일주일 후 사건 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전화하여 
   보고서 사본을 이메일로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십시오.

•  만약 사건의 동기가 편견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경찰관에게 보고서의 “증오/편견 동기” 또한 
 “ 증오/ 편견 사건”란 박스에 표기하도록 요청 
하십시오.

지역 커뮤니티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저희 팬 아시아 센타, 피해자 서비스 긴급 라인에 
전화 하십시오. 678-824-6189

도움을 요청 하세요.
•  친구나 가족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정보지 뒷면의 
   목록 참고하세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집중 하세요.
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처럼 접근하여 
그 상황에서 일단 가해자로 부터 분리 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 들여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사건을 기록하십시오.
•  사건을 기록할 수 있은 상황이면 가능한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사건을 기록하십시오.

•  사건을 기록한 경우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본인이 처리 방법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만약 녹화된 
사건을 쇼셜 미디아에 직접 계시한 경우 피해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소리쳐 알리십시오.
만약 직접 그 상황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잘못된 
행동을 큰 소리로 지적 하십시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That’s inappropriate, disrespectful, not okay, etc.”
“당신의 행동은 부적절하다/무례하다/잘못됐다”
“That’s homophobic, racist, etc.”
“그것은 동성애 공포증/인종차별이야.”

“Hey! Stop that!”  
“그만해”

경찰을 부릅니다 - 먼저 피해자에게 물어본 후
•  만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 911을 부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물어 보세요.    

•  1-844-9-NO-HATE (664283)로 전화하면 훈련된 직원과 
자원 봉사자가 증오 사건 및 범죄, 보고등 여러 주에서 
이용할수 있는 법적 구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대 피해자 확인
몇가지 보기: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묻고, 목적지까지 
동행하거나, 잠시 동안 옆에 앉아 있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청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또는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 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 감정과 
   의견을 듣습니다.

•  훈련과 교육을 받으십시오. 책, 기사, 영화 등을 통해 그 
   역사와 그들이 직면한 현재 문제에 대한 자료를 찾습니다.

•  자신의 불편함과 편견들을 받아들이고 도전해 보세요. 

•  참여하세요. 사회적 불의를 위해 싸우는 지역단체에 
   가입하십시오. 그들의 소셜 미디어를 팔로우하세요.

•  지원을 보여주세요. 아턔계 지역 사회 이벤트에 
   참석하십시오

•  행동을 취하십시오. 대인관계, 사회 및 제도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부/법 집행 기관과 
   함께 해결하십시오. 증오 범죄는 유색인종에게 현실이며 
   법은 그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  목소리를 높여 크게 말하십시오. 침묵은 억압이 
   계속되도록 합니다.

•  참석하고 증언하십시오. 유색 인종들이 공격 받을때. 

•  데이터와 신고에 대해 도움을 주십시오. 모든 사건이 보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속 참여 하십시오. 인종차별과 반아시아적 폭력 행위는 
   공중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뉴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어도 인종차별과 폭력 행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잘못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고 사과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바꿔 나갑니다.

•  지역 AAPI 단체에 기부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단체에 기부합니다.

•  지역 AAPI 사업을 지원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도움 

• 자살 방지 라이프 라인
      1-800-273-TALK (8255), 언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https://suicidepreventionlifeline.org 

• 긴급 위기 문자 라인
      Text CONNECT to 741741 
      www.crisistextline.org 

• 남 아시안 성과 정신 건강 연합 (SASMHA)  
      https://www.sasmha.org    

• 약물 중독과 정신건강 서비스 위원회 (SAMHSA)
      1-800-662-HELP (4357) (국가 지원 전화)
      무료, 24/7 이용 가능. 영어와 스페니쉬 가능하며 
     개인정보 비밀 유지
      https://www.samhsa.gov  

• 아시안 정신 건강 공통체
      https://www.asianmhc.org 

• 전미 동성 아태계 동맹 협위회
      www.nqapia.org 

관련한 자료
팬 아시아 센타
www.cpacs.org/stopAAPIhate

행인을 위한 훈련
www.ihollaback.org 

AAPI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

The History Channel – Asian American Milestones
https://bit.ly/3Ac7x58

PBS Documentary – “Asian Americans”
https://www.pbs.org/show/asian-americ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