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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서울시  산하기 의 CCTV 설치 증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 보호를 하여 자치구를 심으로 방범

용 CCTV1) 설치가 증하고 있으나, CCTV 설치, 운 , 활용의 효율성 

 사생활 침해에 한 우려가 사회  문제로 두

◦개인화상정보 유출에 한 시민들의 우려 가

－ 재까지 서울시 CCTV 운 은 범죄 방, 안 사고 방지, 불법주정차 감

시, 화재감시,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의 이익에 높은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디지털화된 개인의 화상정보가 해킹 등에 의하여 유

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개인 사생활 피해에 한 잠재  험 상존

◦CCTV에 한 운   리 강화 요구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2007)에 CCTV의 운   규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제도 강화에 따라 CCTV를 운

하는 리기 은 운   리 지침 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개인

정보보호, 자료 리, 설치고시, 해킹 방지 등 기술  보안 등을 통하여 

운   리 강화 필요

1) CCTV(폐쇄회로텔 비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정지 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  상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공공기 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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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의 CCTV 구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CCTV 운 상의 

문제 , 개인화상정보 보호, 통합 제센터의 운  등의 주요 이슈들을 정

리하고 그에 따른 서울시의 응방안 모색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CCTV의 설치․운  효율성 제고를 한 리 ․기술  

개선방안  개인화상정보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한 

제도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리 ․기술  개선방안으로는 통합 제센터 구축, CCTV의 활용, 

서울시와 자치구의 원활한 운   리 연계 등의 개선 방향 도출

－제도  정책방안으로는 CCTV 설치 운 에 따른 문제 을 분석하고 운

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화상정보 유출 방지를 한 정책방향 제시

Ⅱ. 연구의 주요 내용

1. CCTV 주요 이슈

◦ 자감시사회의 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이 개

인의 동의 없이 범 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시행 인 u-City사업을 통하여 자감시사회

의 출 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사생활 침해문제 발생：기본권과 공익의 충돌

－공공 역에서의 정보활용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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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가 요구됨. 다만, 법률유보원칙에 배되지 않는 정당한 목

의 공익을 한 개인정보의 활용일 경우, 외 으로 헌법에 배되

지 않는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음.

◦CCTV 기술보안 문제 

－CCTV 련 기술의 속한 발 에 따라 가능해진 개인정보의 수집  

장은 상정보의 활용측면에서 효율성 증 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개인화상정보의 유출  해킹 가능성 증

◦방범용 CCTV에 한 논의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심리 으로 안 함을 느끼게 되

며, 잠재 인 범죄자들에게 경고를 함으로써 범죄발생 억제 효과를 배

가시킬 수 있음. 그러나 효과에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

2. CCTV 주요 관련 법률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48

호로 일부 개정되어, 공공기 이 범죄 방․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운 하고 있는 CCTV의 설치  이를 통한 감시활동의 합법  토

와 함께 남용방지책(화상정보보호 등)을 마련함.  

◦CCTV 련 주요 지침

구분 주요내용 및 특징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목적별로 별도 운영․관리하던 CCTV를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따라 개인화상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확대로 인한 영상정보 유출 보호조치 마련
∙CCTV설치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포함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토대로 제정됨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기준 제시
∙합리적인 개인영상정보보호 환경조성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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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CCTV 주요 지침

구분 주요내용 및 특징

서울시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CCTV망(전용망)과 공중망 분리
∙CCTV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책임관 지정 권고
∙공공의 목적으로 영상자료 활용 시 CCTV 설치목적 및 영상자료 보유목적을 
추가 ･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절차 시행

CCTV 시스템 기술기준 
권고안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서 설치하는 CCTV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과 적정 영상품질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권고함

3. 서울시 CCTV 구축 현황

◦서울시에서 운 하고 있는 CCTV는 2010년 1월 기 으로 12,151개임.

◦운 주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공사ㆍ공단이 8,799개, 사업소가 2,709개, 

본청이 643개를 운  임(<표 1>). 용도별로는 기차  지하철 안 리 

6,603개(54%), 시설물 리 3,211개(27%), 재난화재 감시 1,122개(9%) 등

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구분
사회

안정(방
범용)

환경개선 시설물관리 교통안전 특수용

기타 계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주차
관리

교통
정보 수집

과속/
주정차 
단속

재난
화재 

감시용

기차 ･
지하철 

안전관리

본청  10 0   182   9 144 194    59    0  45   643

사업소  34 0 2,296  56   5   0   155    0 163 2,709

공사공단  90 9   733 412  15   0   908 6,603  29 8,799

소계 132 9 3,211 477 164 194 1,122 6,603 237 12,151

<표 1> 용도별 서울시 CCTV 현황
(201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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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용도별 CCTV 현황(비율)

4. 자치구청 CCTV 구축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운  인 CCTV는 2010년 1월 기 으로 총 

11,246개임.

－동 문구(863개), 강남구(845개), 종로구(561개)의 순으로 많은 CCTV 

운

－용도별로는 아동보호구역이나 범죄취약구역 등의 범죄 방이나 감시를 

한 방범용(5,908개), 공공기 의 리효율 제고를 한 시설물 리

(1,914개), 주차 리(1,118개), 과속/주․정차단속(923개), 쓰 기투기 

방지(819개)의 순

◦신규로 설치․운 되는 CCTV 수는 2006년 1,208개에서 2009년 2,610개

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최근 4년간 신규 설치된 CCTV의  수량은 총 8,104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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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회
안정

(방범용)

환경개선 시설물관리 교통안전 특수용

기타 계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주차
관리

교통
정보수집

과속/
주정차 
단속

재난
화재 

감시용

기차․
지하철 

안전관리

강남구   606 　    45     9 　 154  31 　 　    845 

강동구   180  17    72    68 　  41 　 　 　    378 

강북구   135  47    31    21 　   3   2 　 　    239 

강서구   218   28   155    38 4 　   9 　 　    452 

관악구   148  42   108    31 　  77   4 　 　    410 

광진구   338  30    11    48 　  23 　 　 　    450 

구로구   156  25    61    35 　  57  48 　 8    390 

금천구   169  24   126    40 　  25   3 　 　    387 

노원구   247   7   120    12 　  61   7 　 　    454 

도봉구   163   4   132    30 　 　 　 15 4    348 

동대문구   418  25   182   207 　  25   6 　 　    863 

동작구   137  15    20    49 　  11 　 　 　    232 

마포구   209  21   163    17 　  45 　 　 　    455 

서대문구   174  98    85     5 　  64  16 　 　    442 

서초구   284  26    29   106 　   0  51 　 　    496 

성동구   145  25    10    99 　  41  53 　 　    373 

성북구   181 132    98    12 　  14 　 　 6     443 

송파구   362  19    23    22 　  59  40 　 　    525 

양천구   191  22   116    24 　  23  47 　 　    423 

영등포구   204  22    31    68 　  90  38 　 6    459 

용산구   281  49    69    41 　 　 　 　 　    440 

은평구   155  51 　    13 　  51  13 　 　    283 

종로구   249   5      91    69  　 　 147  　 　    561 

중구   320  57    84    20 　  59 　 　 　    540 

중랑구   238  28    52    34 　 　   6 　 　    358 

소  계 5,908 819 1,914 1,118 4 923 521 15 24 11,246 

<표 2> 서울시 자치구청 용도별 CCTV 현황 
(201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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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자치구청 용도별 CCTV 현황(비율)

5. 서울시 CCTV 운영현황

◦조직  인력

－CCTV 담조직 부재

－CCTV 련 문 인력의 부족

◦ 산(조달청 기 )

구분 설치 회선 유지보수 모니터링 합  계

총비용 7,620 3,140 630 1,320 12,710

평균비용 9.3(1대) 2.2(1회선) 0.6(1대) 17.3(1명) 29.4

<표 3> 서울시 CCTV 관련 총 비용 및 평균 비용(2009~2010년 4월)
(단위：백만원)

－향후,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구축비, 회선, 유지보수, 모니터링 탁 

비용의 증이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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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 제 점 개선사항

신규 CCTV 설치 시 
위치선정

∙기존에 설치한 타 부서의 CCTV 
설치위치에 대한 고려 미흡

∙부서 간 사전조정 및 심의 운영 활성화 수행

CCTV 시스템 표준 및 
기술 검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CCTV 시
스템 표준 및 기술 검토 미흡

∙CCTV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확
충 필요

∙상위기관의 보안성 검토 활성화

CCTV 관련 지침 전파
∙상위 유관기관에서 배포하는 지
침의 원활한 전파 미흡

∙CCTV 관련 업무 체계 정비

시설물, 청사관리, 
문화재관리 용도 CCTV

∙물리적 ․ 행정적 보안이 상대적으
로 미흡

∙자치구청 실정에 맞는 물리적 ․ 행정적 보안
대책 마련(파티션 설치, 보안구역 표시 등)

∙운영실태 정기점검 강화
∙보안교육 강화

CCTV 개별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및 인력의 중복투자 발생으
로 생산성 저하

∙통합발주 및 관제를 통한 효율화
∙전문 인력을 통한 보안성 검토

화상정보 DB자원 
효율성 및 공간 활용

∙부서별 운영으로 인한 화상정보
DB자원 활용의 효율성 미흡 및 
관제 공간 중복 발생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DB통합 및 관제
공간 절약

<표 4> CCTV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CCTV 시스템 구축 황  문제

구 분 내     용 문제점

부서별 이기종 
CCTV 시스템 

구축

∙영상압축방식의 차이
 －MPEG-1, MPEG-2, MPEG-4, H.264 등
∙소프트웨어 방식의 차이
 －CMS, Client/Server
∙제조사별 서로 다른 영상압축방식 및 통신방식
적용

∙단계별 구축에 따라 이기종 제품 적용

∙운영 중인 시스템이 이기종으로 영상
정보 호환 불가

∙통합 시 장비 종류별 연계방식을 별
도로 적용

CCTV 제조업체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구축
∙업체가 영세하여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소프트웨어 및 연계 기술력이 부족
∙중소업체의 존속유지가 어려우며, 이
에 따른 유지관리 어려움

CCTV 기술표준 
적용

∙구축 및 유지관리 시 기술표준 미적용
∙다양한 통신방식 및 압축방식 적용

∙표준기술의 미적용으로 통합연계 어
려움

CCTV 통신
∙통신비 부담에 따른 저속의 임대망 사용
∙최근 자가망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

∙고해상도 영상 적용이 어려움

◦CCTV 운  업무

－주요 문제 으로는 자치구별 개별부서 설치로 인하여 치선정, CCTV 

표   기술 검토 등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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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 부가 제시하고 있는 CCTV 련 지침이 타 부서로 되

지 않는다는 을 들 수 있음.   

6. CCTV 관제센터 현황

◦CCTV 통합 제센터의 장

－CCTV의 기술  표 화를 이룸으로써 이기종 CCTV 간의 연계가 가능

하여 다용도 활용 가능

－카메라 설치를 한 치선정에 있어 복설치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감

시 사각지 에 한 분석 등이 가능하여 CCTV의 효율  운용 가능

－용도에 따른 별도의 제센터 구축을 배제함으로써 운용 인력을 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산 감 가능

◦자치구청 CCTV 통합 제센터 황

－5개 자치구청(서 구, 성동구, 은평구, 마포구, 등포구)이 CCTV 통합

제센터를 운  

－나머지 자치구청은 방범용 CCTV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는 방범 제센

터만을 운  

◦자치구 제센터 운  황

구 분 통합관제센터 용도별 관제센터

자 치 구 ∙서초구, 성동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나머지 20개 구청

담당부서
(운영주체)

∙정보통신과(총괄)
∙담당부서(용도별 운영)

∙용도별 담당부서

조    직
∙CCTV 전담부서 신설
∙기획, 예산, 기술표준, 업체선정 등 업무 수행

∙용도별 담당부서에서 수행
∙일반적으로 행정직 수행
∙기술표준, 기획 등의 업무 미흡

인력운영
∙업무 전담 인력 상시 근무
∙개인정보 보호 업무 강화

∙전문성 미흡
∙개인정보보호 업무 미흡

기술현황
∙이기종 간 상호 연계
∙CCTV 기술표준 준수

∙CCTV,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이기
종 간 상호 연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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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합관제센터 용도별 관제센터

정보활용
∙평시：용도별 CCTV 모니터링 수행
∙재난, 사고 발생 시：정보의 연계 및 통합 운영

∙정보의 연계 및 통합 활용 어려움

자원활용
∙통합 운영에 따른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관리
∙CCTV 설치 시 사전위치 조정 

∙용도별 CCTV를 각 부서에서 구축 운영
함에 따라 자원 및 인력의 중복 발생

∙CCTV 설치 시 중복 가능성 존재

Ⅲ. 정책건의

1. CCTV 운영 및 관리개선

1) CCTV 총괄부서 신설

◦CCTV의 설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개인화상정보에 한 요성이 높

아지고 있는 시 에서 이와 련된 업무를 담하는 조직신설 필요

◦CCTV 총 부서의 주요 역할

－개인화상정보 공개요청에 한 승인, CCTV의 신규설치에 한 의 

조정, CCTV 기술 표 화 지침 작성, 의체 운 , 기존 CCTV의 운  

 유지 리, CCTV 통합 제센터 운  등

2) CCTV 협의체 운영 활성화

◦시민들의 개인화상정보 열람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자치구청에서는 CCTV 설치 시 나타나는 기술 ․사회 ․내부 행정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CCTV 의체운  활성화가 필요

◦CCTV 의체 구성

－CCTV 운 부서의 장, 시민의 의견을 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는 구

의원, CCTV 련 외부 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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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체 주요 역할

－신규 CCTV 설치에 한 심의, 기존 CCTV 에 한 운  의, 제센

터 추진방향 정립 등

3) CCTV 용도 변경

◦향후 CCTV가 지속 으로 확  구축되는 경우 설치, 운 , 유지 리 비용이 

막 하게 소요될 것으로 단되며, 사회  강력 범죄 발생 시 CCTV의 유기

 연계가 힘들어 련 소요비용 비 효율성이 하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따라 CCTV 통합  효율성 향상을 하여 세분화된 용도를 분류 

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3> CCTV 분류체계 개편(안)

4) 업무 프로세스 개선

◦CCTV 주요 로세스  설치  치선정 로세스와 개인화상정보 열

람청구 로세스의 개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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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선 내용

①서울시 CCTV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 
제정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상향하여 제정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총괄부서 
지정, 설치 시 사전검토 및 조율 등 관련 업무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②CCTV 시스템 기술기준 
권고안 보완

∙CCTV 시스템 표준기술을 적용한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정책적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시스템 확장 및 USN 연계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규정 
보강

③CCTV 통합관제센터 운
영지침 마련

∙부서 간 업무협조, 예산절감, 정보자원 활용, 기술표준화 등에 대한 논의 
지속적 수행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리, 화상정보 취급, CCTV 용도 통합, 시설 보안 등의 
내용 규정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자치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관한 
조항 포함

<표 6> CCTV 관련 지침 개선 방안

구 분 개선 내용

①CCTV 설치 및 위치선정 
프로세스 개선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신규 CCTV 설치위치 타당성 검토 및 타 부서와의 
협의 관장

∙방범용 CCTV의 경우 관할경찰서와의 협의절차 추가
(실정에 따라서 협의과정에 포함)

②개인화상정보 열람청구 
프로세스 개선

∙개인화상정보보호 업무 전담을 위해 개인정보보호관(전문 인력) 충원
∙표준화된 개인화상정보 승인 및 열람절차 수립

<표 5> CCTV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5) CCTV 관련 지침 개선

◦서울시는 ｢서울시 CCTV 설치  운 지침｣을 조례 는 규칙으로 상향

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청도 상 기 에서 공포한 련 법령과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 하고 상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해당 자치구의 

특성을 추가 으로 반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시 CCTV시스템 기술기  권고안｣은 도시통합 제센터의 각종 USN

과 연계  확장에 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단됨. 따라서 장기 인 

에서 시스템 확장  USN 연계와 련된 기술기 에 한 규정 보완 

수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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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 제센터의 효율 인 운 은 매우 요하며, 특히 부서 간의 

업무 조, 산의 감, 모니터링 정보자원의 활용, 기술 표 화 등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CCTV 통합 제센터 운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함.

6) 기타 개선사항

◦서울시 등 상 기 과의 연계

－자치구청이 CCTV 시스템을 구축하기 에 상  기 은 기기  시스

템의 보안성  산 타당성을 검토 

◦미들웨어 구축사업 지원

－25개 자치구청 간 CCTV 연계  이기종 CCTV 시스템 간 호환을 하

여 서울시 차원에서 미들웨어 구축사업 추진

2.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개인정보보호관 승인절차 수립

◦기 별로 개인정보보호  신설

◦개인정보보호  는 총 부서의 담요원이 개인화상정보 열람 는 승

인 처리 시 사 심의

2) 개인화상정보 보호운영

◦개인화상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 에 차단

－CCTV에 따라 제요원이 제할 수 있는 권한 제한

－ 제요원에 한 주기 인 보안교육  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소

속감  직무에 한 책임감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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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상정보 취  인력의 직  는 처리업무 특성 등에 따라 열람  

조회 권한 차등  부여

－상 기  주도로 제요원은 분기별로 CCTV 련 문교육기 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추진

3) 개인화상정보 반출에 대한 규정 강화

◦｢공공기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에서 개인화상정보 열람 청구권, 

차  외 경우를 규정한 바와 같이 개인화상정보 반출에 한 세부 인 

제반 규정보완 필요

4) 개인화상정보를 위한 물리적 보안 강화

◦출입통제/보안이 가능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요하며, 장소 마련이 어

려운 경우에는 칸막이나 보안 시설 알림 을 설치하여 주요 보안 시설임

을 알림.

3. 서울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서울시 CCTV 통합 제센터 구축 방향

－서울시 CCTV 통합 상 계시스템  통합 제센터 구축을 통하여 서

울시 본청, 산하기 , 자치구청 간 분산 운 되고 있는 CCTV 정보자원

을 연계

－ 규모 재난재해 등 긴  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정책결

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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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내     용 기대효과

통합영상중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CCTV 정보자원의 효율
적 연계 활용 수행

∙서울시 및 자치구청 간의 영상정보 연계
∙CCTV 영상정보 유통체계 수립
∙광역적 CCTV 영상정보 활용

통합영상정보체계 구축에 따
른 효율성 증대

U-City 관제센터와의 효율적 
연계

∙통합관제시설 기반 마련
∙U-도시통합관제센터 연계
∙다양한 모니터링 자료와의 연계

통합관제 업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
한 대응

∙광역적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자료 수집
을 통한 대응체계 구현

∙신속한 영상정보획득으로 의사결정지원

통합관제업무에 따른 비용절
감

<표 7> 서울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의 목표, 내용 및 기대효과

◦서울시 통합 제센터 구축 내용

－서울시 CCTV 통합 제센터는 2단계로 구축

구 분 내     용 비 고

1단계

∙CCTV 통합영상중계시스템 구축
 -서울시 본청 및 5개 구청 영상 통합 중계
∙ IT-Complex 도시통합운영센터, TOPIS, 종합방제센터 연계
∙기술적, 제도적 표준 수립
∙통합영상중계시스템 운영체계 수립

CCTV전용 U-서비스망 구축 
추진

2단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통합 효과가 큰 CCTV를 중심으로 물리적 통합 수행
 －서울종합방재센터, TOPIS, 푸른도시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등 연계 또는 통합
∙U-시티 도시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기간：2013∼2014년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ISP 수립

<표 8>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내용

－1단계 사업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유 기 의 CCTV 상정

보를 앙 집 으로 수합, 배분할 수 있는 통합 상 계시스템 구축

∙CCTV 상의 공동 활용에 따른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운 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최 화할 수 있도록 통합 상 계시스템 운 체계 마련

∙기  간 CCTV 상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술 , 제도  표 수립 

 검토 등 컨트롤센터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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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에서는 CCTV의 물리  통합으로 서울시 통합 제센터를 

구축함. 통합은 서울시 부서 는 산하기 의 CCTV  물리  통합을 

통한 시 지 효과가 큰 CCTV들을 상으로 수행

∙우선 으로 서울시 본청 내 부서의 CCTV를 일차 인 상으로 검토

하며, 이외에 시민보호  화재감시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종합방

재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등의 CCTV를 검토

∙지하철공사, 메트로, 시설안 리공단의 경우 자체 인 제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제센터를 고도화할 정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사업에 포함시킬지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