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하십시오:

응급 ........................ 911

24 시간 비 응급

(714) 741-5704

가든 그로브 경찰서

11301 Acacia Parkway
Garden Grove, CA 92840

한인 파출소

(714) 741-5592

crimeprevention@ggc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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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경찰서에서 

제일 필요한 정보

	무슨일이  일어났나요?

	언제?

	어디서?

	다친 사람이 있나요?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종류

	이동 방향

	사람의 특징 (옷 차림) : 
용의자를 설명 할때, 나이, 
성별, 인종, 신장, 체중. 당신의 
신장과 체중을 용의자와 비교를 
하십시오. 특정한 신체 부위를  
골라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낯선 사람이 당신의 동네에 있다고 
다 범죄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방문 판매원이나 
수리공일수 있지만, 범죄자들은 
이것을 노리고 어떠한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위장합니다. 
시 허가증이나 회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범죄자가 
범죄가 처럼 생겼다면 아무나 
그들을 발견 하겠지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



가든그로브 경찰이 
여러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경찰국은 이웃 동네를 안전하게 
만드려면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 
합니다.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행동을 목격 하셨을 시에 경찰에 
연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분들은 이러한 소박한 일들이 
수상한 행동인지 잘 알지 못해서 
경차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견 많은 사람이라고 
지적 받는 것이 두려워서 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벌써 전화 했겠지 라고 생각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직접 전화 하십시오. 수상한 
행동을 목격 하시면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즉시 연락 하십시오. 
만약에 연락을 않 했다가 어떤일이 
벌어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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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조금이라도 그 장소나 
시간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범죄적인 행동일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살피고 경찰에 보고 
해야할 일들 중에는: 

	도와달라는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나 폭발물 
소리 

	낯선 사람이 집집마다 들리면서 
문 손잡이 확인하거나 비어있는 
이웃집에 들어감

	저녁 시간에 전조등 없이 
주거나 상업 지역에 천천이 
운전함

	주차된 차량안에 여러명의 
사람들이 늦은 시각에 있다면 
도둑 조망일 수 있슴

	당신의 동네에 처음 본 차량이 
오랫동안 주차중

	주차된 차안을 유심히 보고 
있거나, 차량 악세사리, 
번호판, 가솔린을 등을 옮기는 
행동 

	아무도 없는 집이나 상가 앞에서 
누가 있으면, 도둑중 감시하는 
사람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어떤이가 상가 앞에 후진 
주차된 봉고차나 트럭

	학교, 공원, 또는 외딴 지역에 
배회함

	영업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리 
작업

	비정상적인 정신, 육체적 
상태를 가진 사람은 다쳣거나, 
마약에 영향이나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할수 있슴

물론 이런 수상한 행동이라도 
합법적 인 설명이 있을수 있지만, 
경찰서 측에서는 더 늦기 전에 그런 
상황을 조사하려 합니다. 당신의 
전화가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을 
예방하거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