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도시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교통 
안전에 대해 교육하고 안전한 
경로로 등교하도록 교육합니다. 
범죄 예방 경관은 아이들에게 미니 
도시를 걸으면서, 교통 위험을 
지적하고 안전하게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자전거/보행자 안전
범죄 예방 경관이 바퀴가 달린 기구의 
안전, 딱 맞는 헬멧 착용과 보행자 
교통 안전에 대해 소개합니다. 

교통 안전
특별이 아이들을 위한 교통 안전 
수업. 범죄 예방 경관은 일상적인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최고의 안전 
수칙을 추천합니다. 청소년들은 
“What if” 게임을 통해 제일 적합한 
교통과 보행자 안전을 배웁니다. 

카시트 안전
공인된 카시트 기술자가 귀하와 
귀하의 아이와 카시트 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일대일 카시트 검사는 
먼저 예약을 해야 제공됩니다. 

저희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도유려합니다.

가든그 로브 경찰서

커뮤니티 연락 
부서 프로그램
커뮤니티 연락 부서의 사명은 
경찰서와 주민들 간의 
파트너십을 달성해서 동네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안전 수칙과  전략을 공유합니다.

커뮤니티 연락 부서
범죄 예방부

11301 Acacia Parkway
Garden Grove, CA 92840

crimeprevention@ggcity.org

연락 정보

Kelly Huynh
일반적인 문의

714-741-5760
kellyh@ggcity.org

Allyson Le
714-741-5763

allysonl@ggcity.org
영어 | 베트남어

Kris Backouris
714-741-5761

krisb@ggcity.org
영어

Reyna Rosales
714-741-5762

reynar@ggcity.org
영어 | 스페니시

Sharon Baek
714-741-5592

sharonb@ggcity.org
영어 | 한국어



프로그램 개요
저희는 커뮤니티, 이웃, 학교,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연령 적합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수정됩니다.

프로그램 요약
괴롭힘 방지
괴롭힘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의합니다. 학생들은 괴롭힘에 
반대하는 긍정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부모들은 자녀와 괴롭힘에 
관해 상담하는 기술에 대해 배웁니다.

반상회
이웃분들과 경찰관, 범죄 예방관을 
만나러 오시고 가족과 이웃을 안전히 
직힐 수 있는 지 논의합니다.

주니어 반상회
이 프로그램은 경찰관과 청소년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 시키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친절한 경찰관
범죄 예방관이 경찰관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찰관이 믿을 수 있는 
커뮤니티 도우미라는 것은 가르칩니다.

아동 안전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위험 
신호를 알아보는법과 연령대별  
안전한 대응법을 가르칩니다. 토론 
주제는 개인 공간 강화, 위험 상황을 
식별하는법, 및 안전하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  연습할 수있습니다.

인터넷 안전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들이 인터넷과 인터넷 
서비스의 위험과 적절한 

사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약물 남용
이 프로그램은 약물 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선택과 연체 활동
이 프로그램은 개인 선택과 결정 
과정이 왜 중요한 지 논의합니다. 
위험한 행동, 갱 예방 및 연체 
활동에 대해 논의합니다.

개인 안전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안전할 수 있게 유지하는 팁을 
공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집, 그리고 직장에 적용됩니다. 

경찰서 참관
주민들은 경찰서에 오셔서 둘러보실 
기회가 있으시고 경찰 부서가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어떻게 
일 하는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시민 아카데미
주민, 커뮤니티 회원, 및 
사업자분들은 경찰서에 
일일 작업 및 서비스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