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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총 918 차량 도난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기회범죄입니다.  범죄욕구, 기회, 그리고 목표가 만나서 
이런 범죄가 일어납니다. 기회를 차단해야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서 | 커뮤니티 연락 부서

2020 여름

저희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시려면  ggcity.org/police 나
 @GardenGrovePD  @gardengrovepd  @GardenGrovePD 을 방문해 주십시요.

커뮤니티 업데이트코로나19 사기 
피하는 5가지 방법

사기꾼들은 코로나19의 
혼란과 두려움을 기회로 
삼습니다.

다음을 주시 하십시요:

• 정보를 찾기 원하시면 
믿을수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 가십시요.

• 모르는 이메일과  문자는 
믿지 마십시요.

• 정부는 경기부양 지원금에 
대한 수수료나 비용 지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부를 하실 경우 자선 
단체가 합법적 인지 확인 
하십시요.

• 카드나 머니 오덜 (money 
order) 를 통해 기부 하지 
마십시요.

자세한 내용과 업데이트는  
ggcity.org/coronavirus 를 
방문 하십시요.

2020년 인구조사는 
인구를 세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가든그로브가 
발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my2020census.gov 에 
가셔서 2020년 인구조사에 
참여 하십시요.

범죄

동향

몇가지 제안
• 잠깐 어디를 들리더라도 차를 꼭 잠그세요. 

• 개인적 소지품들, 동전, 핸드폰 충전기, 차고 리모트를 차량속 
보이는 곳에 두지 마세요.

• 트렁크나 트럭 뒷문을 꼭 잠궈 두세요.

기억하세요: 도둑은 당신의 차량에 보이는 물건을 
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더 자세한 범죄 통계는 communitycrimemap.com 을 방문 하십시요.

2020 
인구 조사 
업데이트

Community  Connection

https://ggcity.org/police
https://www.facebook.com/GardenGrovePD/
https://www.instagram.com/gardengrovepd/?hl=en
https://twitter.com/gardengrovepd?lang=en
https://ggcity.org/coronavirus
https://my2020census.gov
https://communitycrimem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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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경찰서 온라인 
프로그램

코로나19  전염병 동안, 
커뮤니티 연락 부서는 지역 
사회를 위해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할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안전하게 지낼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 다음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제공 됩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 반상회
• 개인 안전
• 교통 안전
• 자전거/ 보행자 안전
• 어린이 카시트 안전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반상회
• 상냥한 경찰관
• 어린이 안전 & 낯선 사람 

위험
• 인터넷 안전
• 괴롭힘 방지
• 약물 남용 방지
• 건강한 선택

연락처

커뮤니티 연락 부서 이메일:
crimeprevention@ggcity.org

커뮤니티 연락 부서 전화:

714-741-5760 일반 문의
714-741-5761 동쪽
714-741-5762 서쪽, 스페니시
714-741-5762 베트남어
714-741-5592 한국어

응급 전화:
9-1-1
응급 아닌 범죄 신고:

(714) 741-5704

여름 안전의 

  태양 안전 
• 야외에 나올때는 선스크린, 색안경, 

모자와 가벼운 옷을 입으십시요.

• 물을 충분히 마시고 더위에는 술을 
삼가해 주십시요. 탈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 차량안에 어린이, 노인이나 
애완동물을 방치하지 마십시요. 
차량안은 야외보다  10-20 도 더 
뜨겁습니다.

• 헬멧과 보호 장비를 쓰고 제대로 
정비된 자전거, 스케이트 보드, 
스쿠터를 타십시요.

          물 안전 
• 어린이들이 물 속이나 물 밖았에 

있을때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으셔야 합니다.

• 어린 아이들은 팔이 달수 있는 
정도에 거리를 두십시요.

• 구명 조끼를 입을 경우, 몸에 잘 맞고 
등에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장남감 
같은 뜨는 장치는 생명을 구할수 
없습니다.

• 적절한 장벽, 울타리, 문, 자물쇠, 
안전 커버나 경보를 설치하십시요.

조언: 심폐 소생술을 알고 물 갈고리를 쓸수 있고 응급 사태가 
일어났을때에 전화를  쓸수 있는 물 감시자를 정하십시요.

더 자세한 물 안전에 대한 팁과 정보를 원하시면  
poolsafely.gov  나 drowningpreventionoc.org 을 방문 하십시요.

이 회람 신문을 전자 파일 또는 다른 언어로 보시려면  ggcity.org 를

mailto:crimeprevention%40ggcity.org?subject=
https://poolsafely.gov
https://drowningpreventionoc.org
https://ggcit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