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검사 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 

코비드-19 대유행(Pandemic)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알아야 할 것들  

 

한인검사협회(KPA)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의 시기에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020. 3. 19. 가빈 뉴섬 주지사는 모든 필수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필수 물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시민 모두가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이하 “’shelter 

in place’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였습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과 ‘shelter in place’ 명령을 통하여 우리는 가족 유대감이 더욱 끈끈해지고 

인간의 회복력과 친밀함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집에 

있으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가족과 커뮤니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실직, 자금 문제, 우울증, 사회적 교류의 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범죄와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사기와 같은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법을 집행하고, 범죄인을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로 구성된 한인 검사 

협회(The 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인종혐오 범죄, 

그리고 소비자 사기 범죄의 증가에 따른 높은 주의를 지역사회에 요청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범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shelter in place’ 명령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까지 막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피해사실이 있다면 이 글에 기재된 기관에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전화하셔서 

한국어 통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이라면 911로 신고하는 것이 도움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국립 가정폭력 핫라인 신고번호인 1 (800) 799-7233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립 가정폭력 핫라인(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은 365일 24시간 

연결 가능한 피해자 지원 변호사와 한국어를 포함한 200개의 언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문제로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변 사람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예상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 법집행 기관에 

신고하시어 “안전 점검(Welfare Check)”을 요구하십시오. 경찰관이 피해 예상 장소에 가서 

당신이 걱정하고 계신 대상자의 안전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경찰은 자신이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긴급상황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911로 

전화하십시오.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311 또는 지역 법집행기관에 전화하여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찰 신고 전화번호 중 일부입니다.  

 

Non-Emergency Numbers of Police Departments  

긴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경찰 신고 전화번호 

 

Los Angeles PD Los Angeles, California (877) 275-5273 

San Diego PD  San Diego, California  (858) 484-3154 

San Jose PD  San Jose, California  (408) 277-8900 

San Francisco PD San Francisco, California (415) 553-0123 

Fresno PD  Fresno, California  (559) 621-7000 

Sacramento PD Sacramento, California (916) 264-5471 

Long Beach PD Long Beach, California (562) 435-6711 

Oakland PD  Oakland, California  (510) 777-3333 

Bakersfield PD  Bakersfield, California  (661) 327-7111 

Non-Emergency 3-1-1 

Emergency  9-1-1 

 

2020. 4. 6.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수감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긴급 보석석방 기준 금액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보석석방 기준 금액은 위법행위로 기소된 

사람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하여 납부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준 금액은 대부분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0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스토킹, 음주운전과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가정폭력 보호처, 위기 대응 기관, 관련 지원 서비스가 여전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면 911로 전화주십시오. 지역 가정폭력 서비스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1 (800) 799-7233 국립 가정폭력 핫라인(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으로 

바로 전화주시거나, 가정폭력 종식을 위한 캘로포니아 파트너십 단체(CPEDV) 

홈페이지(www.cpedv.org)에 접속하여 “resources”에 들어가 지역 기관 지도와 긴급번호, 

웹사이트 정보를 얻으십시오.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여전히 이용하실 수 있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시 금지명령도 

기한이 연장 가능합니다. 임시금지 명령을 받기 위한 정보는 각 카운티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카운티의 특별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www.courts.ca.gov 에 들어가 보십시오. 

 

2020. 4. 13.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폭력범죄(IPV)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처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 https://www.thehotline.org/ (online chat available) 

- 1 (800) 799-SAFE (7233) 

- Free and confidential 

- Advocates available 24/7 in more than 200 languages 

 

California Partnership to End Domestic Violence 

- www.cpedv.org 

- Resources tab – Find maps, hotline numbers and websites (where available) of domestic 

violence organizations in your local community.  

 

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 (RAINN) 

- https://rainn.org/ (online chat available) 

- 1 (800) 656-HOPE (4673)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 https://suicidepreventionlifeline.org/ (online chat available) 

- 1-800-273-TALK (8255) | 1-800-799-4889 (TTY) 

 

http://www.cpedv.org/
http://www.courts.ca.gov/


The Victims of Crime Resource Center 

- https://1800victims.org/ (online chat available) 

- 1-800-VICTIMS (842-8467) (call or text) 

 

혐오 범죄 

미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것이 2019. 12. 중국 우한에서 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70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시작이 아시아 국가였다는 점이 

아시아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란 무엇일까요? 혐오 범죄란 누군가의 인종, 민족, 국적, 장애, 성별, 종교, 성적 

지향성, 또는 이러한 특성이 조합된 사람과 단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발생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시아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신체적 

공격, 파괴행위, 또는 위협을 당한다면 그것이 혐오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혐오 범죄는 

어떤 곳에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유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됐거나 피해를 목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인검사협회는 

즉시 지역 법집행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혐오 범죄를 기소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신고의 부족입니다. 이는 일부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언어적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집행기관에는 각 언어에 관한 특기자들이 있고,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통역인도 

있습니다. 전화하여 한국어 통역인을 요청하십시오. 언어 장벽 때문에 혐오 범죄의 신고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혐오 범죄를 신고하면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범죄자는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 놓인다면 911로 신고하십시오.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면 311로 신고하거나 

지역 법집행기관에 신고하십시오.  

 

소비자 사기범죄 

간단한 주의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려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돕는 것처럼 기부를 요구하는 사기가 

캘리포니아 시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는 단체에 기부를 하건 그 전에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모든 자선단체와 기부를 요청하는 텔레마케터들은 

주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매년 재정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선단체 기부에 앞서 

캘리포니아 법무부장관 웹사이트(oag.ca.gov/charities)에 들어가 그 단체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부풀리기(바가지 씌우기)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긴급재난이 선포된 상황에서 

불법입니다. 가격 부풀리기는 식료품, 음급용품, 의료용품, 건축자재,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과 

수선 또는 수리 서비스, 긴급 청소 서비스, 운송, 수송, 창고 서비스, 호텔 숙박 서비스, 주거지 

렌탈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관련법은 원칙적으로 긴급재난 선포 전보다 10% 이상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 광고도 불법입니다. 법은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진단하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터나 어떤 메일 형태로든 함부로 넘기지 

마십시오. 또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 써놓은 어떤 이메일 링크에도 함부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직접적인 치료약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방과 주정부의 긴급 재정지원 및 세금 환급과 관련된 사기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긴급 재정지원이나 세금 환급을 이유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당신의 

재정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긴급 재정지원이나 세금 환급 관련 정보는 IRS 

웹사이트(IRS.gov)에 방문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사기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법무부장관 홈페이지(oag.ca.gov/report)를 

이용하거나 지역 검찰청 또는 법집행기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www.koreanpa.org) 한인검사협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