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OC 보안관 공보실, 714-904-7042 

 
OC 보안관, 두 명의 보조 보안관 및 네 명의 사령관 승진 발령 

샌타애나, Ca. (2023년 1월 12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부는 오늘 두 명의 보조 보안관 및 네 

명의 사령관을 포함하는 15인의 승진을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의 지역 훈련 아카데미에서 열린 

세레머니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승진한 지도자들의 경험, 헌신, 성실함은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부서가 우리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최고의 것입니다,”라고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검시관 Don Barnes는 밝혔다. “이들은 

각자 고유한 관점과 헌신을 서비스에 부여해서 부서와 우리가 섬기는 공공을 이롭게 할 겁니다.” 

오늘의 승진 발령은 한 명의 조사관, 네 명의 중사 및 네 명의 중위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은 1월 

13일 금요일에 새로운 직급으로 간주된다. 

보조 보안관 John McCulloch – 순찰 작전 사령부 

보조 보안관 McCulloch는 보안관 부서의 계약 도시 13곳과 비통합 

구역에 대한 순찰 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항구 경비대, John 

Wayne 공항 및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당국에 대한 공공 안전 

서비스를 감독할 것이다. 

보조 보안관 McCulloch는 보안관 부에 1998년 합류했으며 근무 기간 

동안 구금, 순찰 작전 및 조사 사령부에서 일했다. 

커리어를 통해 풍부한 수사 전문 지식을 쌓은 보조 보안관 McCulloch는 

살인 상세 조사 및 남부 마약 상세 조사팀 등의 다양한 부서에서 조사관 

및 감독관 모두로 근무했다. 

2018년 그는 대장으로 승진했으며 랜초 산타 마가리타 시의 경찰 서비스 수석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보안관의 행정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특별 프로젝트를 개발 및 구현했고, 

연구를 수행했으며, 법 집행 모범 사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공했다. 

가장 최근 보조 보안관 McCulloch는 수사부 사령관으로서 특수 및 범죄 조사와, 오렌지 카운티 

정보 평가 센터를 포함하는 13개의 상세 조사 팀을 관리했다. 

보조 보안관 McCulloch는 그가 역사와 정치학을 이중 전공한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을 



 

 

졸업했으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조 보안관 Cory Martino – 전문 서비스 사령부 

보조 보안관 Martino는 기록, 전문 표준 및 법정 작전을 포함하는 전문 

서비스 사령부의 일부인 다섯 개 부를 이끌게 된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 훈련 아카데미와 산드라 허친스 지역 법률 집행 훈련 센터를 

감독하며 현재 및 미래의 법률 집행 사무관과 전문 직원에게 멘토십과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보조 보안관 Martino는 2000년 부서에 합류했으며 처음에는 구금 작전을 

수행했고, 그 다음으로는 전략 사무관으로 훈련 부서에 합류하기 전 순찰 

작전을 산후안 카피스트라노에서 펼쳤다. 

리더 역할로 보조 보안관 Martino는 구금, 

전문 서비스 및 순찰 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했다. 대장으로서의 임기 동안 그는 여러 업무 

중에서도 보안관 지역 훈련 아카데미의 아카데미 사령관으로, 그리고 요바린다 시에서 경찰 

서비스 수석으로 근무했다. 

최근 보조 보안관 Martino는 남서부 작전 사령관으로 배치되어 일곱 곳의 계약 도시와 남부의 

비통합 구역, 그리고 학교 자원 사무관 프로그램, 주요 사고 재건설 팀 및 행동보건국 등의 여러 

특수 팀을 관리했다. 

보조 보안관 Martino는 채프먼 대학에서 형사행정학 학사 학위를, 그리고 애시워스 컬리지에서 

인적 자원 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FBI 국립 아카데미 수업 #284를 졸업했다. 

 
사령관 Ash Abdelmuti – 전문 표준 부서 

사령관 Abdelmuti는 부서에 1999년 합류했으며 구금, 순찰, 조사 및 특수 

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했다. 

가장 최근에는 범죄조사국의 대장으로 배치되어 살인, 특수 피해자, 사이버 

범죄 및 범죄 분석 상세팀과 같은 십여 개가 넘는 팀의 작전을 관리했다. 

그는 전문 서비스 사령부로 발령되어 채용, 근로자 관계, 배경 및 은닉 휴대 

무기(CCW) 허가 프로그램 등의 여러 팀을 이끌 예정이다. 



 

 

 

사령관 Virgil Asuncion – 남서부 작전 부서 

사령관 Asuncion은 2001년 부서에 합류했으며 구금, 순찰 작전 및 전문 

서비스 사령부에서 근무했다. 

가장 최근에는 라구나니구엘시의 경찰 서비스 수석으로 64,000명이 넘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안전 서비스를 책임졌다. 

사령관 Asuncion은 남서부 작전에 배치되어 일곱 곳의 계약 도시와 남부 

비통합 구역에 대한 작전을 관리하고, 지역교통국과 오렌지 카운티 차량 

절도 태스크포스 등의 여러 특수 팀을 감독하게 된다. 
 
 
사령관 Tony Benfield – 조사부 

사령관 Benfield는 부서에 1997년 합류했으며 구금, 순찰 작전, 조사 및 

특수 작전 사령부에 배치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경찰 서비스 수석으로 근무하며 산클레멘테 시를 위해 법률 

집행 서비스를 관리했다. 

사령관 Benfield는 조사 부에 배정되어 범죄조사국, 특수수사국 및 오렌지 

카운티 정보 수집 센터를 이끌 것이다. 
 
 

사령관 Brent Jasper – 특별작전부 

사령관 Jasper는 보안관 부에 1998년 합류했으며 구금, 작전 및 수사와 

특수 작전 및 전문 서비스 사령부에 근무했다. 

가장 최근에는 특별집행부의 대장으로 배치되어 특별 무기 및 전략(SWAT) 

팀, HDS, K-9 팀 및 위기협상팀(CNT) 등의 여러 팀을 감독했다. 

사령관 Jasper는 SWAT 팀, HDS, 항공 지원국과 상호 지원국을 포함하는 

특수작전부를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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