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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onnection

개인 안전
개인 안전은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범죄는 기회, 표적 
또는 피해자, 그리고 범죄를 
저지려는 욕구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개인 안전을 실천하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십시요. 

•	 경계를 유지하고 
자신감있게 걷기

•	 걷는 동안 정신 차리고 
다른 일을 하지 않기

•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 
차량, 및 주변 활동을 
관찰하기

•	 위치 파악 (여행 방향, 
교차로, 및 주요 랜드 
마크)

•	 친구 또는 그룹과 함깨 
다니고 조명이 밝고 
인구가 많은 지역만 
다니기

•	 소셜 미디어에 개인 정보 
또는 특정 여행 계획이나 
휴가를 공개하지 않기

주의하십시요. 안전하십시요.

도둑은 피해자들이 눈치 채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사칭 
사기는 자신이 아닌 정식 회사 직원인척 
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가정을 접근합니다. 한 사람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는 동안, 두번째 사람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 돈이나 다른 

귀중품을 훔쳐갑니다.

사칭 사기 도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

•	 누군가가 가스나 유틸리티 회사에서 나와서 가스 누출을 
조사하러 왔다고 한다. 

•	 애완 동물을 찾는데 당신의 뒷마당으로 뛰어 갔다고 도움을 
요청한다.

•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	 누군가가 당신에게 보석을 팔겠다고 제안하고 당신 목에 
목걸이를 시도하도록 하고 나중에 목걸이를 벗길때에 당신의 
목걸이도 같이 벗긴다.

사칭 사기 도둑을 방지하는 방법:

•	 누군가를 집에 들이기 전에 회사 I.D.를 확인하십시요.

•	 회사를 확인할때에 회사 연락처를 직접 확인 하시고 
연락하십시요. 누군가가 주는 회사 전화번호를 쓰지 마십시요.

•	 정문을 사용하고 응답할때에 뒷문은 꼭 잠가 두십시요.

•	 열쇠, 지갑, 및 중요한 문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요.

확실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 24시간 비지니스 라인 (714)741-5704 
에 전화하십시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요! 당신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서 |	커뮤니티 연락 부서

2021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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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업데이트

범죄 동향:

사칭 사기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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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 커뮤니티 연락 부서는 
가상 및 현재 대면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커뮤니티에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자신과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다음 프로그램은 
온라인이나 현재 대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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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관련
질환 방지
열과 관련된 응급 상황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 심장병 또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열 
손상의 위험이 더 높음으로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열 부상에는 일광 화상, 열경련, 피로, 열사병이 포함되며, 이런것들은 
치명적일 수 있는 심각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다음은 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예방 요령입니다:

•	 활동 수준에 관계없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요.

•	 카페인이다 단 음료 및 알코올성 
음료를 피하십시요.

•	 실내 또는 서늘한 곳에 
머무르십시요. 에어컨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선풍기나 팬을 
사용하십시요.

•	 가볍고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입으십시요.

•	 동물을 포함한 누구도 차량에 
나두지 마십시요. 차량 내부 
온도는 차량 외부에 비해 20
도 이상 상승할수 있습니다. 
어느 차량에 아이나 애와 동물이 방치 된 경우를 목격하시면 
즉시 911에 전화하여 응급 서비스가 
도착하때까지 기다리십시요.

•	 더운 날에은 야외 활동을 아침이나 
저녁시간으로 제한하십시요.

•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챙이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태양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요.

이 정보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제공하였습니다.

www.cdc.gov/disasters/extremeheat/war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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