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8

복지실현(도-도경찰청) 업무체계 구축

무한돌봄복지과

□ 현황 및 실태

○ 경찰 기능만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한계
,

-

도내 가정․성폭력 신고(2014)

: 11,434

건 (가폭

5,394,

성폭

6,040)

○ 지자체는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지원 미흡

□ 성

과

○ 범죄피해 위기가정 대상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도-도경찰청 ‘사회적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 체결

-

시군-경찰서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구축 (별첨)

도-도경찰청 복지사각지대발굴 협약
(‘15.2.10)

: ‘15. 2. 10

시군-경찰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간담회
(‘15.3.24)

○ 폭력․범죄피해 위기가정 원스톱 발굴․지원
-

위기가정 제보

가구 중

245

: 174가구
가구 지원(‘16. 3월말 기준)

174

□ 향후계획

○ 복지교육 희망 경찰서 대상 복지교육 추진 시․군과 복지교육 연계)
○ 기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

붙임
구분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 협약체결 현황
협약명(협약일)

주요내용

도 및 15개 시군
경기도

사회적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15.2.10)

성남시

복지대상자 발굴 협력 업무 협
약(‘15. 5. 28)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부천시무한돌봄센터-부천소사경
찰서 ‘맞춤형 피해자 캐어 업무
협약’(‘15. 4. 6)
안양시-안양동안․ 만안경찰서
‘복지대상자 상시 발굴․협력체계
구축’ 협약(‘15. 4.9)
시흥시 무한돌봄센터 & 시흥경
찰서 업무협력 협약서
(‘15.4.1)
이천시-이천경찰서 무한돌봄 업
무협력 협약(‘11.7.20)
복지 및 범죄 사각지대 발굴․지원
협약(‘15.8.19)
오산시-화성동부경찰서 상호교류
협약(‘14.6.12)
의왕시-의왕경찰서-의왕소방서한전-삼천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 업무협약(‘15.5.13)
아동․가정․성․학교․연인 간 폭력
예방 업무협약서(‘16.2.29)
과천시-과천경찰서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업
무협약체결(‘15. 5.8)
고양시-고양경찰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
(‘15.4.17)
희망케어센터-남양주경찰서 민․
경 업무 협약(‘13.12.17)
범죄피해로인한 복지사각지대발
굴 업무협약(‘15.4.24)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교육 지원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복지정보 및
복지상담 희망 대상자 정보 제공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위기가구 현장 조사 시 동행 등 협조
•성,가정,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캐어 프로
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보호 및 복지사각 지대
발굴을 위해 상호협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명시
•범죄피해자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시흥시무한돌봄센터와 상호 의뢰 협력
•시흥경찰서는 자타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 발생시
응급입원에 대해 공동 대응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발굴 및 추천
•위기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참석
•범죄피해 위기 발생가구 발굴 및 제보
•범죄피해자 가정 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및 후원 발굴
•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협력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정보 상호교류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
•긴급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발굴 및 추천

•범죄피해로 인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고양경찰서는 범죄로 인해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게 복지정보 등 제공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모색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개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정보 상호교류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
•범죄피해자 및 복지상담 희망 대상자에게 복지정보 제공
무한돌봄사업 업무협약(‘15.11)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교육
연천군-연천경찰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발생시 피해자 심리적안정 및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한 협약 사회적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
(‘15.4.13)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