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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존 CCTV와 방범에 

관한 논문은 많으나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경영 관점의 논문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술경영 관점을 바탕으로 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이 확장 

및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활용성에 있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의 사례

를 통해 분석하고 현행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관한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이 이미 공표되어 있

으나 이는 주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으며, 기능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적인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만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

로 기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통합관제센터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다 바람직한 구축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는 CCTV 통합관

제센터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기술전문성 역량 강화와 프로젝트 관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함께 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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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 · 구축되고 있는 통합

관제센터에 대한 기술경영 관점의 논문이나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특히 경찰

행정학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논문은 다수 있으나, 2009년부터 정부가 U-CITY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추진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 통합

관제센터에 관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기술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확장, 운영 효율성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많

은 지자체 담당자들과 정책수립 관계자에게 운영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의 실질적 분석과 시사점을 찾고자 통합관제센터가 본격

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현재 가장 많은 카메라 대수를 운영하

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기존 아날로그 

CCTV 기술이 IPCCTV1) 기술로 변화하면서 국내에서는 2002년 강남구청에서 최초로 

구축된 이래, 2009년부터 정부의 U-CITY의 한 부분으로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

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에 대한 기술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또한 비용과 운영의 효율성

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은 CCTV 통합관제센터

의 확장 및 유지관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인 요인을 정부의 구축 가이드라

인과 함께 실제 구축에 있어 적용되는 기술과 앞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술에 대한 부

분을 연구하고, 이미 구축되었거나 향후 구축 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비

용적인 면과 함께 고려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확장 및 유지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

합 플랫폼인 관제 솔루션 기술을 중심으로 실제 구축 운영 중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서버와 저장장치에 대한 효율성 및 비용관계를 비교 · 분석하고 효율적

1) 기존 CCTV는 카메라, 동축케이블, DVR 형태의 구성이었으나 IP 기반으로 발전된 CCTV. CCTV 

시스템이 IP 기반의 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새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별도의 정의가 없으

며, 획득영상에 대한 압축, 전송, 저장, 분배 등의 디지털화되어 있는 IP 기반의 CCTV 시스템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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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성에 대해 제안했다. 특히 관제센터의 실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 주요 적용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영역과 비용 관련해서는 주된 기술요소인 카메라

와 서버, 저장장치의 관계를 통합 플랫폼 관제 솔루션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CCTV의 개념과 주요 기능

CCTV란 일반적으로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나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

여 기계적으로 설계된 카메라에서 획득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이나 무선 전송 

방법을 통하여 지정된 수신장치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에는 네트워크(IP)

를 기반으로 디지털화되어 대용량의 분배 및 저장처리를 위해 구조가 좀 더 복잡해

지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망에 연결된 네트워크 CCTV의 경우

는 기존 아날로그 폐쇄회로망 시스템에 비해 보안성 부분도 중요시되고 있다. 

CCTV 시스템의 기본구조는 영상 획득, 전송, 녹화 및 재생의 기본 장치로 구성된

다. 피사체를 촬영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촬영 장치, 촬영된 전기신호를 원격지로 

전송하는 전송장치와 전송되어온 영상신호를 녹화 및 재생하고 표시하는 표시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발달과 서버 저장장치의 기술발달과 함께 통합 솔루

션의 기술발달로 많은 수의 카메라 설치와 함께 지능형 솔루션의 연동도 구현되고 

있다. 초기 지자체 등에서의 CCTV는 방범, 교통정보수집, 과속 · 주정차위반, 쓰레기 

투기 등의 단속과 방재 등에 <그림 1> 형태의 장비 구성으로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

었다. 또한 제품 특징에 따라 돔형과 박스형, 핀홀형, 스피드돔 형태의 카메라를 독립

형(stand-alone) DVR이나 PC 기반 DVR 형태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저장하여 관리하

고 있었다. 최근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 지자체 카메라의 대부분은 네트

워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간 및 야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도 또한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및 IR 기능을 갖춘 카메라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행정안전

부(현 행정자치부), 2011]. 



4  經營論集, 第 49 卷 統合號

자료: 이상기(2010).

<그림 1> CCTV 시스템 구성도

2. IPCCTV의 개념과 주요 기능

 

IPCCTV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CCTV 개념에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 개념과 NVR(Network Video Recoder) 또는 VMS(Video Manage- 

ment System) 서버 · 스토리지가 함께 구성된 것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이러한 

IPCCTV로 인해 기술적인 통합 시도가 가능해졌다.

가) 상황실 시스템 설비

상황실 시스템 설비는 현장에서 들어오는 영상기기의 영상처리를 위한 장비 외에

도 상황 발생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대형 디스플레이, 관제모니터링을 위한 공간구조 

설비, 관련 장비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러 등의 시스템 설비가 있다.

상황실 시스템 설비는 지속적인 시스템의 모니터링과 운영 중인 PC 간 데이터 연

계 시에 영상 전송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빠르게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모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저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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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이 요구된다. 

나) 관제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모니터당 최대 100화면 분할 모니터링과 함께 전체 화면의 확대가 

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 특정한 영상의 일정 영역만을 확대하거나 재생하여 볼 

수 있는 기능 등이 지원된다. 또한 다양한 화면구성과 시나리오 그룹 분할 등 다양한 

시간대별, 지역별, 용도별 화면 구성 분할이 가능하며 사용자별 할당된 카메라에 대

하여 영상전송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 경험이 축적되면

서 관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다) 지능형 CCTV 기능

지능형 CCTV 기능 중에 영상검지 및 객체 추출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방범용 

CCTV 영상검출 기법은 영상 데이터로부터 객체를 추출하고, 행동의 패턴을 분석해 

관련된 모니터 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게끔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심 영상을 저장하여 추후에도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서버가 필요하고 적용 카

메라의 수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성능에 있어서도 실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능형 CCTV는 검지 카메라를 통하여 들

어온 영상 데이터에서 오브젝트(자동차, 사람 등)를 통해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오브젝트라고 판단되면 고성능 추적 카메라를 통하여 자동으로 추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Multi Auto Tracking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검지 카

메라를 통하여 여러 객체 중 하나의 객체만을 선택,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속 

추적 카메라를 활용하여 여러 객체를 동시에 추적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라) 네트워크 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는 카메라 획득 영상의 압축 · 전송처리만을 위한 전용컴퓨터가 하

나로 합쳐진 형태로, 카메라에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여 촬영된 영상을 IP 기반의 

네트워크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일반 PC 또는 전용서버에

서 처리되어 녹화되는 시스템이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CCTV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좀 더 깨끗한 영상과 오작동 없이 쉽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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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

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검색과 원격제어 역시 가능하다. 

3.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정의 및 필요성

정부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1)에서 CCTV 통합관제시

스템은 “공공부문의 다양한 CCTV 영상정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시스템 및 운영조직을 말하며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업무는 기본 운영업무 

외 확장 운영업무와 연계운영업무 등을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CCTV 시스템을 설치하는 목적은 공공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 일반시

설의 관리, 특수시설의 관리와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CCTV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방범과 불법주차 및 교통단속 그리

고 방재 모니터링 등을 위해 CCTV 시스템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CCTV 시스템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 ·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권장과 지원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CCTV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이한 부서별 CCTV 시스템 설치 추진으로 관리상의 문제

가 증가하고 있었다. 기존의 CCTV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문제

점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 부서별, 기관별 다른 목적에 따라 CCTV 시스템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안전이라는 기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쉽지 않다. 또한 부서별 관리 운영으로 인해 관리 인력 및 비용 증가 등의 비효율

성이 누적되고 있다. 

둘째, 기관별 목적에 따라 각각 설치됨에 따라 공간 낭비, 고가 CCTV 장비 등에 대

한 중복 투자, 영상전송기술의 표준화 부재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확대되었다. 

셋째, 기존 CCTV 시스템 운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CCTV 설치 관할 구

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 문제다. 범죄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대응과 책임소재는 

관할지역에 위치한 경찰서에 있다. 그러나 범죄자는 현실적으로 관할지역을 벗어나

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발생한 범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행수법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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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CTV 뉴스(2015)에서 재인용.

<그림 2> 통합관제센터의 서비스 범위

지역에서 행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역의 관서와의 협조 및 

공조가 절실하다(오영균, 2009).

기존 시 ‧ 군 ·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업무별, 용도별 특성에 따라 설치된 정

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각종 범죄 발생 시에 CCTV 시스템의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CCTV 시스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경우에는 전문 관제인력들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므로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상호유기적인 정

보 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범죄 검거율이 높아지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

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후에도 주간

과 평상시에 방범, 교통 주차단속 그리고 어린이보호 등의 목적으로 CCTV 시스템을 

사용하고, 야간 또는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발생 시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하게 된다. 몇몇 구청 간 통합 또는 지역별 관할구역의 통합 등의 

제한적인 통합관제만으로는 통합관제가 갖고 있는 영상정보의 공유, 인력체계 일원

화와 공조 및 협조 생활화 등의 장점을 모두 거두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권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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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갑, 2011). 

그러므로 통합관제의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단위별 통합에서 더 나아

가 기관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관별로 이미 구축된 CCTV 시스템의 

영상정보가 공유 가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들의 기간망과 기관 내에 구

축된 네트워크 간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물리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통합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집행 권한에 대한 관리의 통합

이 가능해야 한다.

4.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 관련 법 ․ 제도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그 사용 용도만큼이나 진행단

계별로 많은 규칙과 법에 따른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추진단계별로 많은 법규와 지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적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실

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나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5.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국내외 구축 및 운영 현황

CCTV의 역사는 1956년 영국의 더햄(Derham)이라는 도시에서 교통신호 등의 조작

을 돕기 위한 공공목적으로 최초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이후 1960년에 런던경찰국에

서 의회국민 방문기간 중 군중을 관찰(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트라팔가 광장에 임

시로 2대를 설치했고, 1967년에는 포토스켄 시에서 상점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범인

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디오녹화 기능이 있는 CCTV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황영선, 2009). CCTV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에서는 1950년대 CCTV 도입 이후

로 1990년대까지도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범죄 감소를 위해 운영되어왔다. 영국은 

2009년 현재 전국에 400만 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감시와 통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CCTV가 갖는 지속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

다(경찰청, 2009).

국내에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설치 운영되었으나 2002년 강남구청의 뒷골목 감시를 

위한 5대의 CCTV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지자체에 본격적으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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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계획 계획수립

◦기본계획 작성

 -행정자치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사업 추진계획

 -기관장 공약 및 지시사항

◦투자심사

 -자치단체 투자사업심사에 대한 규칙

◦보안성 검토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9호~제122조

◦정보화 사업조정

 -전자정부법 제4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실무편람

◦사전의견 수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절차법 제46조

설계

통합관제센터 

구축 설계
◦행정자치부 통합관제센터 구축 표준모델

통합관제센터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구축 시공

◦건축물 안전관리, 시군구 건축 관련 조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표 1> 통합관제센터 추진 단계별 법 ․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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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 인 ․ 허가 등의 의제

◦임대망 사업자 약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감리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통신공사 감리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

운영

운영계획

수립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요령

◦관리부서 지정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내부 지침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설치 표준 공법

자료: 행정자치부(2011).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는 IT 기반망의 발전과 IPCCTV 시스템의 발전

으로 대규모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229개의 

시 ‧ 군 ‧ 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2017

년으로 연장한 상태다(보안뉴스, 2011; CCTV 뉴스, 2015). 현재까지 서울의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25개 지자체 중 24개 지자체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

영 중이며, 지자체 전체로 보면 2010년 26개에서 2014년 149개의 관제센터를 구축하

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의 경우 2011년 11월 384개소에 600여 대의 CCTV 카메라를 운영하

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한 후 2014년 10월 기준으로 약 840여 개소 1,520여 대

의 CCTV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는 서울시 지자체 25개 중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CCTV 설치가 확대되었다. 이는 초기 구축 

시에 확장 및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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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CTV 통합관제센터의 주요 적용기술 및 관련 기술 현황

CCTV 통합관제센터에 주요 적용되는 하드웨어와 통합관제 솔루션을 살펴보면, 하

드웨어는 영상/음향장비, 서버, 운영 PC,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이 주

를 이루고 있다. 통합관제 솔루션은 관제 메인솔루션, 저장 · 분배 솔루션, 통합 모니

터링 솔루션, GIS 모니터링 솔루션 정도로 가이드하고 있으나, 통합관제 솔루션의 경

우는 하나의 연관된 솔루션으로 보아야 하며,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안내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기술 기준은 <표 2>와 같은데 그 기술적 내용

이 실무에 적용하기 적합한지에 대해 이미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타당

성 조사가 필요하며 실제 효용성 여부에 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가) CCTV 시스템 개요 및 용도별 현장 장비의 구성요소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2015)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

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해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TV는 일

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

상정보를 유 ․ 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로 전송하는 장치라 하

고, 이러한 장치에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한편,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하고 저장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CCTV와 관련하여 관련 네트워킹 및 기술의 발전으로 촬영방법이나 수집처

리 기법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개선 등이 요구된

다. 특히 IP 기반의 CCTV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더욱 향상된 고화질의 카메라가 빠르

게 출시되고 있으며, 저장 관리 솔루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실제 현장의 CCTV 

시스템은 영상, 오디오, 이벤트 등을 수집하고 이를 전송하기 위한 카메라, 비디오서

버, 마이크, 스피커, 비상벨 및 공유기, 광통신 장비와 이를 보조하는 차단기, 서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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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상호 운용성

◦ebXML 레지스트리와 UDDI 간의 상호연동 지침(TTAS.OT-10.0136)

◦단순 객체 접근 통신 규약(SOAP) V1.2: 부속물(TTAS.OT-10.0070)

◦SOA 참조 모델 V1.0(TTAE.OT-09.0004)

◦UDDI3.0 레지스트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침(TTAS.UD-UDDI3.OSTCS/R1)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정책 설정 및 협상 규격(TTAS.KO-12.0051)

◦위치정보 프라이버시(Geopriv) 요구사항(TTAE.IF-RFC3693)

◦인터넷 프로토콜을 위한 보안구조(TTAE.IF-RFC2401)

◦전자정부촉진 시행령 제34조 5항(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1조 2항(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 및 정보의 불법유

  출, 변경, 파괴 등의 위험성 예방)

◦개인정보영향평가(행정자치부)

◦개인정보 DB 관리 기술의 보안요구사항(TTAK.KO-12.0072)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자 운영 지침(TTAS.KO-12.0064)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가이드

지리정보

시스템(GIS)

◦표준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GIS 구지침(TTAS.OT-10.0140)

◦기존 GIS DB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용 GIS DB 구축 지침

  (TTAK.KO-10.0178)

◦모바일 서비스용 GML 프로파일(TTAK.KO-10.0196)

◦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TTAS.KO-10.0193)

◦GIS 개발 지침(TTAS.KO-10.0159)

◦지리 정보 DB의 설계 지침(TTAS.IS-1919)

◦위치기반 GIS 서비스용 공간데이터 처리를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API) 표준

정보통신공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안전기준 기술표준(TTA)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설치 표준공법

<표 2> 통합관제센터의 기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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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계 운영 구축 운영 중 구축 중

계 120 79 41 79 41

서울 23 19 4

중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

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강북구, 강동구

부산 11 7 4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연제구, 수

영구, 서구, 사상구
중구, 남구, 강서구, 기장군

대구 4 1 3 수성구 중구, 동구, 달서구

인천 2 2 - 연수구, 계양구 -

광주 5 5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5 - 5 -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4 3 1 남구, 북구, 울주군 동구

경기 21 14 7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

명시, 안산시, 과천시, 남양주시, 시

흥시, 군포시, 의왕시, 안성시, 화성

시, 양평군

오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하남

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강원 2 2 - 홍천군, 횡성군 -

충북 5 4 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충남 5 3 2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공주시, 청양군

전북 5 4 1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남 5 4 1 여수시, 광양시, 장성군, 신안군 무안군

경북 9 5 4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칠

곡군
포항시, 경주시, 상주시, 경산시

경남 12 4 8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함양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함안군

제주 2 2 - 제주시, 서귀포시 -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표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구축 현황(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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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앰프, 각종 전원 어댑터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수납하기 위한 폴(pole), 암

(arm) 및 함체 등으로 구성되어 CCTV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 통합관리 솔루션의 기술 개요

통합관리 솔루션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솔루션이다. 현장의 CCTV를 한 곳으로 모아 저장, 분배,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카메라 제조사의 다양한 모델을 하나로 관리 · 통합이 가

능한 플랫폼이어야 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규 출시되는 카메라 및 기능에 대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한 서버에서 많은 수량의 카메라 처리가 가능해야 하

고 스토리지도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의 운영 현황을 

보면, 동일조건 기준으로 서버당 카메라 수용 능력의 차이가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로구의 경우 2011년 초 구축 시 

32비트 체계의 솔루션일 경우 서버당 64대2)의 카메라가 수용되었던 것을 2013년 솔

루션 업그레이드를 통해 64비트 체계로 변환 후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작업만을 통해 

서버당 약 120대3) 이상의 카메라 수용이 가능해져 추가 서버 구매비용이 없이 서버

당 더 많은 카메라 수용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서버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버 구매비용의 절감은 카메라 수량 확장 등의 효율

적 예산집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 통합관제센터 공간구조 개요

통합관제센터는 여러 공간에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던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관

리를 위해 물리적으로 통합된 공간이기 때문에 당장 구축에 대한 공간만을 고려하기

보다 최대 확장 시 운영될 수 있는 서버나 스토리지, 모니터링 요원과 상주 기술요원 

그리고 재난 재해 등의 전환에 따른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2) 41만 화소 카메라의 해상도 720×480, H.264코덱의 30fps(frame per second) 기준이다.

3)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의 변경 없이 통합 메인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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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mecca(2014).

<그림 3> 통합관제센터 구성도 예시

III.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1. 정부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과 구축 사례

행정자치부의 2010년 국가영상정보자원 운용효율화 컨퍼런스의 자료를 보면 

2010년 2월에 개소된 은평구청의 사례 발표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시 애로사

항으로 유사 사례의 부족과 다양한 CCTV 제조사 및 모델로 인한 기술적 통합과 호환

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CCTV 구축 실적이 지자체

의 9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구축 사례가 있지만, 다양한 CCTV 카메라 종류

에 대한 통합관제 메인 솔루션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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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관제센터 기술적용에 따른 비용관계 분석

정부는 2012년에는 30개 시 · 군 · 구에 14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192억 

원을 34개 시 · 군 · 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원했다(CCTV 뉴스, 

2015).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구축이나 운영비용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지자체별

로 다른 카메라와 서버 스토리지 등의 구축방식과 기술 적용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자체별 현재 운용 카메라의 수와 확장 운영 현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 주요 적용기술의 구성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기술 적

용에 따른 제품들에 대한 가격과 각 제조사에서 제공된 가격표를 기준으로 비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카메라의 경우 화소 수와 IR의 성능, PTZ(Pan/Tilt/ 

Zoom)의 성능은 비용과 직접적인 비례관계에 있으며, 특히 야간 저조도 성능과 줌 

기능 그리고 지능형 여부에 따라서도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설치목적에 따른 

카메라의 선정이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신상철(2014)의 연구에 따르면 IR 기능이 없는 41만 화소 카메라의 경우는 야간 식

별이 불가능했으며, 41만 화소라도 IR 기능이 있는 것은 일부 판독이 가능했다. 130

만 화소 이상에서는 야간 조명이 있을 때는 IR 기능이 있는 것보다 저조도 성능이 좋

은 것이 판독에 유리했으며,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IR 기능의 유무가 야간 식별에 영

향을 미쳤다. 따라서 CCTV 구축 시 야간 활용으로 선정되는 카메라는 실제 사전조사

를 통해 적절한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즉,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메

라의 적절한 성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적절한 성능은 운영효율

과 비용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소 수가 높을수록 CCTV의 가격은 높아진다. 하지

만 활용성과 앞으로 기술을 고려할 때 화소 수가 높은 카메라를 CCTV 통합관제센터

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나 카메라 화소 수만으로는 고화질의 녹화영상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네트워크와 서버, 저장장치의 성능과 함께 비용 또한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활용

2013년 기준으로는 전국에 79개의 통합관제센터와 56,579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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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카메라 화소에 따른 비용관계

으며, 2014년 경찰청의 치안종합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105개 지자체에 통합관제센

터가 구축되어 총 72,764대의 카메라가 운영 · 관리되고 있다(경찰청, 2014). 그 외에 

합동관제센터는 18개소에 12,814대가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관제센터는 312개소(지

구대, 파출소 201개소, 상황실 111개소)로 22,031대의 CCTV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

타났다. 평상시는 각 부서의 용도별로 다르게 사용되지만, 통합관제센터 구축 후 사

건 발생 시에는 모든 카메라가 방범용 또는 재난재해 대응용으로 전환되어 다목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방범용 CCTV는 경찰의 치안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CCTV의 기술적 문제점,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성, 관리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상철, 2014).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CCTV는 각 지방단체, 지방경찰, 경찰서별로 그 활용목적에 따라 각각 설치되었

고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CCTV 시스템의 도입시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독

립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CCTV 시스템의 하드웨어, 운영 소프트웨어를 상이한 

제작사의 기종으로 채택하였고, 그 때문에 기관별 네트워크 대역폭이 달라져서 로컬

지역 간 연결에 난항을 겪는 결과를 낳았다. 연동 CCTV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가 상

호 중복됨과 동시에 영상정보의 공유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간 및 장비, 운용인력, 데

이터베이스 등에서 소모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이나 광역 기관과의 공조 부재나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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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IR 성능에 따른 가격 분포

인하여 해결시점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

기서 언급하는 CCTV의 기술적 문제점과 관리상의 문제점 등은 결국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합관제 메인 솔루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관제 메인 솔루션의 필수 기능은 IPCCTV의 탄생으로 영상 획득을 주로 하는 

카메라 자체의 압축전송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솔루션이어야 하

며, 기술의 발전으로 신규 출시되는 카메라에 대한 확장성과 지자체에 추가 확장되는 

카메라의 수용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갖추고 서로 다른 기관에도 필요에 의해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메인 솔루션의 안정성 부분 또한 중요한데 현재 운영 중인 서버에 물리적인 

장애 발생 시 무중단 운영을 대비한 Fail-over4) 서버기능 없이 운영하는 통합관제센

터 솔루션들도 있다. 영상 손실은 CCTV의 활용 면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최

소화할 수 있는 기술부문의 가이드가 제시되어야 한다. 기술의 구축 도입 시 현재 제

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통합관제 메인 솔루션의 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에 앞으로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와 함께 가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서버의 비용이 통

합관제센터 구축 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확장 운영될수록 

서버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관 연계나 통합관리에 있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확

4) 장애 발생 시 대체기능을 수행하여 복구 시까지 시스템 유지 ·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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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대 강력범죄 경범죄 청소년 재난재해 기타

계 2,718 2,330 3,253 141 4,998

유형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출입 등

음주, 흡연,

폭력 등
화재 등

교통사고,

단순신고 등

자료: CCTV뉴스(2015)에서 재인용.

<표 4> CCTV 통합관제센터 범죄 및 사건처리 실적(2010~2013년: 13,440건)

장과 운용효율성을 고려한 솔루션 등의 선택을 통한 효율적인 구축이 관리와 유지 ·

보수 그리고 확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CCTV 통합관제센터

를 통한 범죄 및 사건처리 실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발표를 보면 총 13,440건으로 

5대 강력범죄가 2,718건, 경범죄가 2,330건, 청소년 비위가 3,253건, 재난재해 141건

이며, 특히 범죄 해결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CTV 뉴스, 2015). 

IV. 효율적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방안

1. 프로젝트 관리적 측면의 접근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은 설계부터 발주, 구축의 시간과 비용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지자체별로 구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

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의 개념과 관련, 주리슨(Jurison, 1999)은 프로젝트

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정된 자원의 집중”이라고 하였으며, 게리(Gary, 

2001)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는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기관 내

부의 관리활동으로써, 프로젝트 관리의 주요업무로는 프로젝트 수행자들이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및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 2004)는 “미리 설정된 업무범위와 예산, 자원, 품질, 참여자의 

만족 수준 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기법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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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mecca(2014).

<그림 6>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간에 걸쳐 인적 · 물적 자원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은 제한된 자원과 시간 그리고 비용에 있어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계획하고 구성하며 관리하는 제반 활동인 프로젝트 관리가 되어야 하

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기법을 적용한다면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시스

템 구축 ․ 확장 및 유지관리에서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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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장애관리계획

-장애예방계획 수립

-장애점검항목 도출

-장애복구절차 계획 수립

예방점검

-예방점검 전 필요 시 자료 백업 실시

-예방점검 시 점검항목 도출 및 상황 대처를 위한 유지보수 업체 연락,

  협의

-예방점검 및 결과보고

장애처리 및 복구 -하드웨어, 솔루션, 기반시설 관련 장애 처리

자료: Omecca(2014).

<표 5> CCTV 시설물의 장애 관리 절차

2.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적용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관련해서 계획단계, 설계단계, 구축단계, 운영단계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는 현황 분석과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설

계단계에서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구축 설계를 하게 된다. 구축 설계 시 통합관제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하드웨어와 솔루션을 설계하고 기반시설과 공간구조를 설계하

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통합관제솔루션에 대한 부분이다. 

3.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 관리 및 운용방안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확장 · 구축 ·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고

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와 운용이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카메라에 대한 관리

와 함께 구축된 카메라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고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IP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수집된 정보 관리와 함께 보안에 관한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CCTV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영상의 활용과 운용에 대한 부분도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른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현재 부정확한 운용 실적 통계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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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mecca(2014).

<그림 6> CCTV GIS 및 모바일을 이용한 CCTV 시설물 관리

V. 결  론

정부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방범 및 도시 운영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의 

여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견학할 정도로 구축 기술과 운영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

나 여전히 구축 후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으며, 또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경찰에서도 

일부 기술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개인정보

에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가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 민원 요청을 하

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효율성 증진, 비용절감, 

유지관리 부담 경감을 달성하는 기술적인 관점 기반의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빠르게 출시되고 있는 관련 기술의 도입에서도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

해 적절한 도입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

과 확장성 증진,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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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와 행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했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효율적 구

축 및 운영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행정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 구축의 본 취지와 목적(중복 방지, 일관성 있는 구축 및 관

리, 관리의 효율성, 적절한 기술도입 시점 결정과 비용집행)을 달성하고, 또한 관계기

관인 경찰에서의 사용목적인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사후처리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인해 증거자료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며 범죄자 얼

굴 인식 처리 시간이나 검색시간이 단축되고 장애시간과 공백시간 역시 줄어들 것으

로 예상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 구축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며 사용 시와 사용 후 파기에 있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활용성에서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을 

때 그 정책의 적용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CCTV에서 IPCCTV로 발전하면서 3,500여 종류 이상의 카메라에 대한 CCTV 통합 표

준을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에 있어 최대의 난제로 부상한 다양한 포맷의 CCTV 카메라 간의 확장

성 문제는 최근 영상보안시스템용 표준 인터페이스(ONVIF)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

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기술 검토가 구축 이후의 운영과 확

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초기 구축 시에 기술적으로 면밀

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CCTV 관련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보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경찰청(2009), 경찰통계연보.

경찰청(2014), 2014 범죄통계.

권창환 ․ 서창갑(2011), ｢부산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사례연구｣, 디지털정책연

구, 제9권 제3호, 191-202.

보안뉴스(2011), “전국은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중!” 2011년 6월 22일 자.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6564&kind=0

신상철(2014), ｢방범용 CCTV의 기술, 운영적 측면의 효율성 및 문제점 분석｣, 한국공안



24  經營論集, 第 49 卷 統合號

행정학회보, 제55권 단일호, 157-181.

오영균(2009), ｢CCTV 통합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2-319.

이상기(2010), ｢방법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CCTV통합관제센터 표준 구축 가이드라인.

황영선(2009), ｢CCTV의 범죄억제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

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행정자치부(2010), 국가영상정보자원 운용효율화 컨퍼런스.

행정자치부(2011),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201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CCTV뉴스(2015), “CCTV 통합관제센터 229개 지자체 구축으로 대한민국 안전 책임진다!” 

2015년 11월 3일 자,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39.

Gary, H. (2001), Manager’s Guide to Project Management, 1st ed., McGraw-Hill.

Jurison, J. (1999), “Software Project Management: The Manager’s View,” Communications 

of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17), 2-52.

Omecca (2014), 회사내부자료.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2004), A Guide to the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PMBOKⓇ Guide), Newtown Square, PA: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오정은 ․ 최정일 ․ 안상형  25

A Study on the Effici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s of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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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government is focusing on the safety and the happiness of the citizens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And by that, 

previous studies are mainly conducted related to the existing CCTV and crime 

prevention in the percep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as with the fast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 is lack of understandings and research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not only the government’s guideline, but 

also technical perception by analyzing how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systems 

influences the enlargement, maintenance cost and application through cases of 

Seoul and Gyeongi Province. 

The relevant legislation, system and guidelin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have already been officially announced, but they 

mainly focused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presented only basic guidelines 

of technical consideration affecting the functional aspec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tandard guideline for supporting solution findings 

of public officers who having difficulties in the efficient operation of CCTV Control 

Center based on technical experience and in-depth case analysis. This paper also 

proposed the necessity of enhancement of public officers’ technical cap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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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based approach regard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CCTV Control Center.

Keywords: CCTV, IP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Integrated Control Systems, Project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