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분기 자치경찰사무 성과향상 우수사례
개 요
❍분

야 : 자치경찰사무 수행 부서(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 공적기간 : ’21. 4. 1. ~ 6. 30.(2분기)

주요 우수사례
❍ 생활안전 : (성과지표) 공동체 예방치안 활동
구분
동해

주

요

사

례

범죄취약요소 적극 발굴로 방치건물 환경개선
▸지역주민으로부터 폐교·방치된 한중대학교 건물이
청소년 비행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는 여론 청취
▸同 건물에 대해 범죄예방진단과 市·경찰·주민이 참여
하는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개최, 개선 방안 논의
- 대학교 건물 출입구(19개소)에 휀스 및 경고문
설치, 비행 우려자 출입 차단으로 잠재적 범죄
발생 억제 등 환경개선, 범죄취약요소 선제적 해결

※ ’21. 6. 8.字 개선완료 / 총 1,500만원 소요

삼척

주민 불안요인, 장기 방치건물 주변 환경 개선
▸교동·정하동 소재 장기 방치건물(5개소)에 대한 주민
여론과 112신고 분석으로 범죄예방 현장진단 실시
▸市와 방치건물에 대해 방범시설물 설치 협의
- 보안등(2개소) 및 안내문 설치로 범죄 발생 위험률을
낮추고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적극 대응

※ ’21. 6월字 개선완료 / 총 1,080만원 소요

❍ 여성청소년 : (성과지표) 가정폭력 사건대응지수
구분

주

요

사

례

道
카드뉴스 및 웹툰 제작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유형별·신고
의무자·신고방법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 공공기관·
맘카페·버스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홍보
▸피해자 보호 임시조치 사례를 이해하기 쉬운 웹툰
으로 제작,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 교통 : (성과지표) 교통사고 예방 활동
구분

주

요

사

례

경찰-강원도 협업, 캐릭터 활용 콜라보 홍보영상 제작
道
경찰청
▸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찰-강원도
兩 기관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 영상제작 및 홍보

※ 경찰: 포돌이·포순이 / 강원도: 곰이·범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첫 협업 사례로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기여,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제고

※ 유튜브 49,000뷰 기록 / 800만원소요(영상당 400만원)

춘천

이영표 前 국가대표 섭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안전속도 5030, 개인형 이동장비(PM) 안전운행 홍보를
위해 이영표 前 국가대표가 참여하는 홍보물 제작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관공서 등에 리플릿 비치,
축구장 전광판 송출 등 홍보효과 극대화 도모

❍ 기타 : 자치경찰사무 수행부서
구분

주

요

사

례

道
자치경찰제 카드뉴스 제작, 직원 관심도 향상 등 내부 홍보
경찰청
(기획)

▸경찰 내부망(폴넷)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카드뉴스를 연재형식으로 제작

※ 2회(1편 6. 27./ 2편 7. 9.) 연재중

▸내부 직원 대상으로 제도의 설명과 궁금증 해결,
추진상황을 적극적 홍보로 제도 안착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