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보안 카메라 설치에 지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거주민은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DC 정부는 

가정에 보안 카메라 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귀하가 특정 유형의 공적 지원을 받을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보안 카메라 바우처 프로그램(Private Security Camera 

Voucher Program)이라고 하며, 피해자 서비스 및 법무부 보조금 

사무국(Office of Victim Services and Justice Grants)에서 제공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명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격을 가집니다. 

● 귀하는 DC에 거주합니다. 

● 보안 카메라 시스템은 DC에 위치한 귀하의 집에 설치됩니다. 

● 귀하는 다음 DC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 어린이를 위한 일반 지원(General Assistance for Children) 

● 비상 대피소 가족 서비스(Emergency Shelter Family Services) 

●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TANF) 

● 업무, 고용 및 책임 프로그램(Program on Work, Employment, and 
Responsibility) 

● 임시 장애 지원(Interim Disability Assistance) 
 

귀하가 컬럼비아 특별구 주택청이 소유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노인 및 

장애인에게는 보안 카메라를 비롯한 가정 안전 개조를 무료로 제공하고 

DC의 가정, 기업, 비영리 단체 및 종교 기관에는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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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급을 제공합니다. 환급은 수입과 관계없이 DC의 임차인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1. DC 복지부(DHS)로부터 적격 프로그램으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준비하고, (귀하가 임차인의 경우) 카메라 

설치를 위해 임대인의 허가를 받은 편지 또는 이메일을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202) 727-512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원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15일 이내에 DC 정부에서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2. 신청 후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DC 정부는 계약 업체와 협력하여 

카메라를 구매하고 귀하의 집 외부에 설치합니다. 

3. 카메라를 설치한 후, 메트로폴리탄 경찰서(MPD)에 카메라 시스템을 

등록합니다. MPD는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귀하에게 녹화된 영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귀하가 영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는 경우, 대신 환급 신청 지침을 포함한 이메일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모든 적격 신청자가 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도움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의 모든 적격 신청자는 가정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알아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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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카메라 설치를 

승인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안 카메라는 집이나 건물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된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따라, 클라우드 저장을 위해 소정의 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먼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202) 727-

5124번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서비스 및 정의 보조금 사무국(Office of 

Victim Services and Justice Grant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바우처 

프로그램(Voucher Program)”이라는 제목으로 security.cameras@dc.gov로 

팀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 안전 리소스 페이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카메라를 구매하여 부동산에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카메라를 구매하여 부동산에 설치한 경우 바우처 대신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부동산에서는 두 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DC 내 주택에 

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카메라가 없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경우 지원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컴퓨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여러 

장소가 도시 전역에 있습니다. 또한 83224로 “FIND”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202) CONNECT 또는 (202) 266-6328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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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202) 727-512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서(MPD)는 카메라의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카메라가 설치한 후, DC 정부가 메트로폴리탄 경찰서(MPD)에 카메라 

시스템을 등록합니다. MPD는 카메라의 라이브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녹화된 영상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지만, 영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콘도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누가 제출해야 합니까? 

귀하가 콘도 건물에 거주하신다면, 콘도 이사회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2021년 3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