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서 | 커뮤니티 연락 부서

2021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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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업데이트

사고 경감 팀
2016 년도에 가든
그로브 경찰서의
지역교통 부서는
교통 충돌과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와
관련된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도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고
감소 팀 (ART) 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고 감소 팀 (ART)
는 2019년 10월 1일
부터 2020년 9월 30
일까지 운전자들을
위한 102개의 교통법
교육 작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이
작전으로 수많은 인용,
음주 운전 체포 및
지역 사회 교육을 제공
하였습니다.
작업 수
음주운전 단속
오토바이 안전
산만한 운전자
교통 단속
자전거 보행자
음주 운전/운전 면허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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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4
60
78
594
362
8 체포

범죄 동향: 영향을 받아 운전
캘리포니아 음주 운전 (DUI)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약물 및 / 또는 알코홀
농도 (BAC) 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알코올,
약물 (일반 의약품, 처방 및 불법
포함) 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가든 그로브에서 2020년 9월에서 12월
사의에 음주운전 사고가 31 번이 일어났으며, 음주운전 교통 티켓은 65
번 발부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로에서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체포될수 있고, 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이나 누군가를
죽일수 있습니다. 책임스럽게 미리 계획하고, 운전을 하든 파티 주최를
하든, 지정된 운전자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라이드 셰어 서비스나
대리 운전을 사용하십시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상과 사망을
끝을냅시다.
캘리포니아에서 첫번째 경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예상 비용
COSTS

수수료 설명
수수료 (최저한)
벌금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90
$1,245

차량 견인 / 보관

$250

알코올 교육 수업

$575

피해자 보상 기금

$140

DMV 운전 면허 재발급 수수료

$125

최포 수수료

$250

자동차 보험료 증가

$10,154

변호사 및 법률 수수료

$2,500

이러한 비용 외에도
근무 시간 및 손실,
의료 비용, 차량 및/
또는 재산 피해, 면허
정지 중 이동 비용, 기타
법원에서 부과한 벌금
및 수수료, 민사 책임
및 보석금과 같은 기타
잠재적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629

합계

*부연 설명: 위에 차트는 PreventDUI.AAA.com 과 지역 기관에서 얻었습니다. 비용은 위치,
경찰서, 견인 회사 및 법원 수수료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가든 그로브 경찰서가 음주운전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보시려면, ggpd.org/arteam or MADD.org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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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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신분 도용은 수백만 명의 미국
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
니다. 신분 도용은 누군가가
재정적 이득을 위해 남의 소셜
시켜리티 번호, 신용 카드 또
는 메디케어 번호와 같은 개
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이
신원 도용의 피해자 일 가는성이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
족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아래 팁을 따르십시요.
하십시요:
• 청구서, 은행 명세서, 의료 혜택에 예기치 않은 변경 사항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환인하십시요.
• 신용 카드, 대출 및 기타 개인 계정을 모니터링 하십시요.
• 매년 신용 보고서를 확인 하십시요. 신용 보고서에는 귀하의 이
름으로 열린 몰기지, 대출 또는 신용이
표시되며, 계정이 양호한 상태인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 의료 문서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모든
문서를 파쇄하십시요.
• 종이 없는 청구서를 등록하시면 우편 편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훔쳐 가지 못합니다.
• 온라인 뱅킹하실때 안전한 암호를 사용하십시요.
하지마십시요:
• 소셜 시켜리티 카드, 출생 증명서, ID 카드, 신용 카드는 필요하지
않으면 갖고 다니지 마십시요.
• 귀하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개인 정보를
주지 마십시요.
•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나두지 마십시요.
• 온라인 뱅킹 세션은 업무가 끝난후 종료 시키십시요.
•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시면 신고하십시요.
전국 신용보고 회사로부터 무료 신용보고서를 12개월마다 한번 무
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Equifax

Experian

TransUnion

P.O. Box 740241
Atlanta, GA
30374
(800) 997-2493

P.O. Box 949
Allen, TX
19064-0390
(800) 397-3742

P.O. Box 390
Springfield, PA
75013-0949
(800) 916-8800

신분 도용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즉시 은행 또는 신용카드 회사
에 연락하여 원치 않는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또한,
신용 중지를 고려하십시요. 연방 무역 위원회 및 지역 경찰서에 신
고 하실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identitytheft.gov
방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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