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후 비교표〉

비대면 소통 공간 활용, 청소년 비행예방 및 안전 활동 추진(남동서)
개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치안 서비스 활동 또한 대면활동에서 제약이 존재
○ (문제점) 방역지침 준수로 인한 대면활동의 위축·제약에 따라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도 적시성 있는 치안활동의 위축 우려

선

전

개

선

후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대면
형태의 치안활동 자제·제한 조치

- 대면->비대면 형태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비대면 형태의 치안서비스 활동실시

- 대면 형태의 활동 제약에 따른 여성청소년
분야의 수요자 대상 치안서비스 기회 감소

- 비대면 플랫폼 적극 활용하여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기회 제공

- SPO 교육 대면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적시성·효율성 있는 교육의 어려움
⇨ 비대면 교육 형태의 획일화(영상교육
일변도)로 인한 교육 효율의 저하

- 치안서비스 수요자(청소년) 맞춤 형태의
비대면 방식(▵메타버스▵SNS 등)을 활용,
대민 소통 증진

□ 개선내용(추진경과)
○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형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여성
청소년 분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활동형태를 검토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플랫폼을 활용한 치안활동을 계획·
실시하여 신학기·방학기간 등 적시성 있는 교육·홍보 활동 전개
- (‘21. 2.) SPO-교사間 ZOOM 이용,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영상회의 실시
- (‘21. 3.)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남동SPO 소식지 발간, 관내
42개교에 송부하여 신종범죄수법 및 사례형식으로 제작, 교내 가정
통신문 활용
- (‘21. 8.)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중지에 따라 과학수사키트 교육 영상을

□ 개선성과
○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정책 자문단 회의
- 참여 학생 대상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 실시
- SPO와 청소년 간 의견 교환하여 소통 증진 및 회의결과를 바탕
으로 학교전담경찰관 활동계획에 반영
○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 과학수사키트 및 교육 영상 자체 제작, 남동서 운영 SNS 계정을 통해 배포
- 자체 예산을 통해 구매한 교육키트 및 관련 교육자료를 신청 청소년에게 제공

자체 제작, 치안활동 소속 청소년(▵정책자문단▵명예경찰소년소녀단)
대상으로 배부
- (‘21. 8.)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 경찰관 및 청소년 총 27명 참석,
회의 개최
*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

- (상시) 부서 자체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컨텐츠(▵영상▵카드뉴스 등) 배포할 뿐만 아니라,
경찰서 주변 맛집, 가볼만한 곳 등을 공유하여 소통 창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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