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

If you are threatened with injury or
property damage, or have been injured,
or your property has been damaged,

•

•

And you believe you were targeted
because of your race, color, religion,
ancestry,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mental, physical, or sensory
handicap, homelessness, marital status,
age, parental status, gender or political
ideology,
You may be the victim of a bias or hate
crime, also known as Malicious
Harassment (Washington State Law
RCW 9A.36.080 or Seattle City Law SMC
12A.06.115).

•

Dial 911 as soon as possible.
Answer the dispatcher’s questions as well
as you can.
If you need language assistance, say the
name of your language at the beginning
of your call and the dispatcher will
connect you with an interpreter.
When you speak with the police officer,
be specific about what was said and
done.

•
•

•

Point out witnesses if they are present.

•

•

Seattle Police officers will not ask you
your immigration status, or report
anything about your status to the Federal
Government if you are the victim of or a
witness to a crime.
In some cases, you may be eligible to
apply for a visa to assist in a court case in
which you are a victim.

•

•

You may contact the Bias Crimes
Detective at (206) 684-5621 if you have
questions.

•

•

You may obtain a copy of your police
report by calling (206) 684-5454, or in
person at:

•

•

•
•
•

•

•

Seattle Justice Center
610 5th Avenue
Seattle, WA 98124

•

•

•

Seattle Justice Center
610 5th Avenue
Seattle, WA 98124

Bias Crimes Coordinator Detective Elizabeth Wareing
Elizabeth.wareing@seattle.gov

•

상해 또는 재산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그러한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본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정신적, 육체적 또는
감각적 장애, 거주지 부재, 결혼 상태,
연령, 출산 여부, 성별 또는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여러분은 Malicious
Harassment(악의적인
괴롭힘)(Washington State Law(워싱턴
주 법률) RCW 9A.36.080 또는 Seattle
City Law (시애틀 시 법률) SMC
12A.06.115)로 알려진 편견 또는 증오
범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9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신고 접수원의 질문에 가능한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화 시작 시
언어명을 말씀해 주시면 신고 접수원이
통역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경찰관과 이야기하실 때는 어떤 말을
들었으며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경찰관은 여러분께서 범죄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경우 체류 신분을
묻거나 연방 정부에 신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피해자로서 법정에 설 때
도움이 필요하면 일부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Bias Crimes
Detective에 (206) 684-562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의 사본을 얻으시려면 (206)
684-545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장소에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684.5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