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G DAEGU AREA IV COMMUNITY SAFETY APPS

GUARDIAN ANGEL APP
seoulz.com/safety

DOD Safe Helpline APP
safehelpline.org/app

가디언 엔젤 앱
seoulz.com/safety

DOD 안전 헬프라인 앱
safehelpline.org/app

This app allows you to quickly
call the local police to report
crimes and emergencies. It has
a positional transmission system
that is easy to use and calls the
police to your location.

This app allows members of
the DoD community affected
by sexual assault to have 24/7
anonymous support with
information, counselors and
many other resources. It
provides self-care customized
plans, and journals also.

apkmonk.com/app/co.kr.iknpr.m
obileangel
이 응용 프로그램은 신속하게
범죄와 비상 사태를보고하기
위해 지역 경찰을 호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기 쉬운
위치 전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위치에 경찰을
호출합니다.
apkmonk.com/app/co.kr.iknpr.m
obileangel

이 앱을 사용하면 성폭행의
영향을 받는 DoD 커뮤니티
구성원이 정보, 카운슬러 및
기타 여러 리소스를 통해
연중무휴 익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맞춤형
플랜과 저널도 제공합니다.

CIRCLE OF SIX
circleof6app.com
(not available for android
devices)
여섯 개의 원
circleof6app.com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This app allows you to select
six trusted friends to be able
to safely, easily, quickly
send messages securely.
Send a message you need a
call, an icon to come get you
with location, a chat that you
need to talk along with
access to hotline phone
numbers.
이 응용 프로그램은
신속하게 안전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여섯 신뢰할
수있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필요한
메시지, 위치가 있는 아이콘,
핫라인 전화 번호에 대한
액세스와 함께 대화해야
하는 채팅을 보냅니다.

ENCIRCULO SAFETY APP
encirculo.org/index.en.html

Life360 APP
life360.com/intl

엔시르쿨로 안전 앱
encirculo.org/index.en.html

라이프360 앱

Similar to circle of 6, but
android compatible.

Keep yourself and your
community safer. An easy to
use app that allows you to
send check-ins and urgent
alerts in a fast and private
way to a pre-selected circle
of supporters.
6의 원과 유사하지만
안드로이드 호환가능합니다.
자신과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십시오. 미리
선택된 서포터 서클에 빠르고
사적인 방법으로 체크인 및
긴급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앱입니다.

Keep yourself and your family
safer. App contains location
sharing, place alerts, one-tap
directions to your circle
members to help them in
their needed moments.
자신과 가족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앱에는 위치
공유, 장소 알림, 원터치
길찾기가 포함되어 있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