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1.(금) 조간

누리망･방송

2022. 3. 31.(목) 12:00 이후

담당 부서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책임자

총경

오창배 (02-3150-2208)

담당자

경정

정근현 (02-3150-0252)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 기념
콘텐츠 공모전 등 온라인 행사 진행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 누리집에서 퀴즈, 경품 행사 등 전개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지정한 날 (2015년 제정)

다만, ‘코로나19’감염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4일
부터 4월 30일까지 ‘대국민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
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없애기 등)을 주제로 동영상·그림말(이모티콘)·포스터 등 3개 부문에

대한 공모 접수를 하고 있다.
공모전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27개 작품(최우수 1,
부문별 각 우수 1·장려 1, 입선 20)을 선정하고, 경찰청장 상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누리집(홈페이지)의 ‘수상작
갤러리’에 게시하고, 앞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국민이 한눈에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기념 전용 누리집’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전용 누리집에는 사이버사기, 문자 금융사기(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해 예방 홍보 카드뉴스 및 예방수칙 안내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특히,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퀴즈**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기념 응원 메시지 영상 추첨 등을 진행하고,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소문 내기 행사’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 문자 금융사기(메신저피싱), 사이버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수칙 관련 퀴즈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전후로 전국 경찰관서와 관계기관의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안전에 대하여 국민이 계속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 2.)’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용 무료 앱으로 운영 중인 ‘사이버캅’을 통해서도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확인·사이버범죄 피해경보 발령 등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