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
고 계십니까? 폭력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싸움에 대해 아
십니까? 범죄를 목격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경찰에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려주어 워
싱턴 DC의 폭력을 근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화나 문
자는 무료이며 익명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우
에 따라 현금 포상도 제공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후면 참
조).

MPD 신고 전화

전화  (888) 919-CRIME
형사   (202) 727-9099
또는 문자 메시지  50-411

사건 해결 제보 전화

1 (866) 411-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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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의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해 시민으
로서의 의무를 이행합시다.

포상금 프로그램 내용
최고 $25,000 | 살인 사건  살인 사건에서 용의자 체포 및 유죄판결

로 이어지는 정보 제공에 대해 수도 경찰국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 $10,000 | 무장 강도  무장 강도 또는 부상이 발생한 강도 사

건에서 용의자 체포 및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정보 제공에 대해 수

도 경찰국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1,000 | 범죄 단서   용의자 체포로 이어지는 익명의 단서 및 정

보 제공에 대해 워싱턴 DC 범죄해결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포

상금.

자세한 내용은  www.mpdc.dc.gov/tiplines 및 www.mpdc.dc.gov/crimesolvers 
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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