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용 보안 카메라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청서 

프로그램 안내 

개인용 보안 카메라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피해자 서비스 및 법무부 보조금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반 개인, 사업장, 비영리 단체 및 종교 기관에서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구매하여 자신의 건물에 설치하고,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MPD)에 

등록할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각 카메라 당 200달러까지, 개인 

주거지의 경우 총 500 달러까지, 그리고 기타 목적의 주소지의 경우에는 750달러까지 환급하여 

드립니다. 동 프로그램은 범죄를 예방하고, 법률 집행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카메라의 구매 및 건물에 대한 설치는 2015년 9월 22부터 가용 자금 소진 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카메라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은 카메라 시스템 구매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물 주소지 당 하나의 카메라 시스템만 해당합니다. 보안 카메라 

시스템은 건물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신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1) 보안 시스템 설치를 업으로 하는 

유효 기본사업면허 (Basic Business License) 보유 회사가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동 

회사가 사진을 증거로 포함하여 건물에 대한 카메라 설치를 인증하거나, 2) 건물 소유주, 사업장 

소유주 또는 유효한 기본사업면허가 없는 사람이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신청인은 

사무소에 통보하여 보안 카메라 시스템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제한 사항 

신청인은 워싱턴 DC 내 위치한 거주용, 업무용, 비영리 단체용 또는 종교 기관용 건물의 주인 또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보안 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될 건물에 대한 동 

시스템의 설치를 허용하는 동 건물 소유주의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6년 7월 31일까지 

저희 사무소는 특정 경찰 담당 지역(Police Service Area)에 있는 건물에 한 해 신청을 받습니다. 그 

후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2016년 8월 1일부터는 워싱턴 DC 전역에 걸쳐 모든 건물에 대해 동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보안 카메라를 불법 또는 괴롭힘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과 적용되는 모든 건물 및 전기 규정 요구사항을 지킬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보안 카메라 환급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인은 신청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보안 

카메라 시스템 구매 증빙서류 및 보안 카메라 시스템의 워싱턴 DC MPD에 대한 등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안 시스템 설치를 업으로 하고 유효한 기본사업면허 (Basic Business 

License)를 보유한 회사를 통해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확인서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건물의 임차인일 경우,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이름  성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이메일  

(환급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환급 수표를 받고자 하는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의 소유주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건물 소유주의 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유주   ☐ 임차인 

 

2. 신청인 유형  

  ☐  거주지 주민    ☐  사업자    ☐  비영리 단체 ☐  종교 기관 

 

3. 보안 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의 위치  

하나(1)의 주소에 대한 모든 정보. 복수의 장소에 대한 신청은 각각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4. 구 (Ward) 

신청인의 구 (Ward)는 http://geospatial.dcgis.dc.gov/PSAFinder/ 에서 확인하십시오. 

 

 ☐ 1               ☐ 2               ☐ 3               ☐ 4               ☐ 5               ☐ 6               ☐ 7               ☐ 8 

 

5. 경찰 담당 지역 (Police Service Area, PSA) 

http://geospatial.dcgis.dc.gov/PSAFinder/ 에서 경찰 담당 지역(Police Service Area, PSA)을 

확인하십시오. 우선 대상 PSA: 104, 105, 107, 108, 202, 207, 208, 302, 303, 305, 402, 403, 405, 409, 

500번대 전 지역, 602, 603, 604, 608, 및 700번대 전 지역 

 

 PSA Click here to enter text. 
  

6.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가 설치된 건물의 위치를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건물의 북동쪽 모퉁이, 

정문 위쪽, 주차장 쪽 동향 벽, 등)  

 

 

 

 

 

 

 

 

 

http://geospatial.dcgis.dc.gov/PSAFinder/
http://geospatial.dcgis.dc.gov/PSAFinder/


7.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보안 카메라 등록 번호                                                               

신청인은 환급을 받기 위해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등록해야 하며, 

http://mpdc.dc.gov/securitycameraregistration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MPD 기록/등록 번호 Click here to enter text. 

 

8. 보안 카메라 시스템 제원 

제조업체/모델: Click here to enter text. 

시스템 유형: ☐ 디지털     ☐ 아날로그   ☐ 모름       

녹화 매체:  ☐ 디지털     ☐ VHS        ☐ MiniDV     ☐ 모름     ☐ 기타 Click here to enter text. 

비디오 파일 형식: ☐ AVI         ☐ MPV      ☐ MP4        ☐ MP3            ☐ 기타 Click here to enter text.            

 

9. 옥외 카메라 수 

Click here to enter text. 

 

10. 서류 

보안카메라 시스템 구매 증빙서류 및 MPD 등록 증빙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적용되는 경우, 즉, 

신청인이 임차인일 경우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십시오. 적용되는 경우, 즉, 보안 

시스템 설치를 업으로 하는, 유효 기본사업면허 (Basic Business License) 보유 업체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였다면, 설치 증빙서류를 첨부하십시오.  
 

11. 환급 동의  

본인은 신청인으로서,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보안 카메라 시스템은 해당 건물에 2015년 9월 22일 이후에 설치되었습니다.  

 동 카메라 시스템은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등록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건물 소유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대한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보안 카메라 시스템은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었습니다. 

 환급금액은 카메라 시스템 구매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청구된 환급금액은 신청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며, 세부 증빙서류 (예를 들어 

영수증)으로 증명됩니다.   

 신청인은 환급금 지급 및 환급 동의서에 적용되는 모든 금융 자료를 환급 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해당 보안 카메라를 불법 또는 괴롭힘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적용되는 건물 및 전기 규정 요구사항을 지킬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은 워싱턴 DC 정부와 그 소속 대리인들에 대해, 법에 따라 면책 적용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동의서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배상 청구, 조치, 손실, 

상해, 및/또는 책무로부터 보호하고 면책할 것에 동의합니다. 

 OVSJG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이 전제되고, 출판물 (인쇄/필기물, 시각물, 청각물)에 OVSJG 

인정 내용이 포함되었음이 전제되는 경우 신청인은 환급 결과를 출판 또는 발표할 수 

있습니다.  

 환급 관리인 또는 지정인은 신청인의 해당 주소지로 최소한 한 번의 현장 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http://mpdc.dc.gov/securitycameraregistration


서명           일자 

 

 

 

제출 안내 

ZoomGrants에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할 수 없으면, 동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재한 후 

security.cameras@dc.gov로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아래 서류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보안 카메라 시스템 구매 증빙서류 (필수 항목)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등록 증빙서류 (필수 항목)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동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건물 소유주의 허가 증빙서류 

 보안 시스템 설치를 업으로 하는, 유효 기본사업면허 (Basic Business License) 보유 업체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 증빙서류 

 

주의: 환급 신청이 승인될 경우, 환급신청서 접수 후 환급금 지급까지 최장 4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동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security.cameras@dc.gov, 

또는 전화 202-727-51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ailto:security.cameras@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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