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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CCTV는 국토교통부 통합운영센터와 행정자치부 통합관제센터가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이다. 그러나 CCTV는 각 부처별로 운영·관리 되는 만큼 각기 다른 법제도에 

따라 설치 후 관리되고 있다. 또한, 법제도상에 통일된 관리 근거가 부재하여 실제 관리를 담당하

는 각 지자체에서는 부처별 개별 기준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관리대장 작성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제도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공개 자료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CCTV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CCTV 설치 사업을 위해 발주한 나라장터의 시방서를 

참고하여 통합관리목적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통합적 관리차원의 관리대장은 이와 같이 도출

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U-City의 지능화된 시설들과의 연계성 및 관리이력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하였다.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은 다부처에서 설치한 CCTV일지라도 관리 기록되는 내용이 공

통적으로 작성되도록 하였으며, 공동 이용을 위한 요구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 검색이 용이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통합운영센터에서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의 

DB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CCTV의 구성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정입지 선정과 CCTV의 촬

영범위에 대한 상세한 시뮬레이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CCTV, 구성요소, 공동이용, 관리대장, 유시티

ABSTRACT

Closed-circuit television(CCTV) is a facility that forms the backbone of the ubiqui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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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provided by the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However, it is installed and managed according to different laws, as it is 

operated and managed by each department. Moreover, because there are no regulatory 

grounds for unified management of CCTV, each municipality responsible for the actual 

management manages it based on the individual standards of each departmen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andardized management form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The author inspected the existing situation by examining the 

legal system and public data and through hands-on worker interviews, and discovered 

the managed element by reviewing the specifications of the bidding system. The 

management form for integrated management comprises the above requirements along 

with the management histories and linkage of intelligent facilities. A uniform management 

form for integrated management containing specifications of the CCTVs installed by 

various departments is created, and is easily searched for facilities to check requirements 

for joint us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building the database of facility 

management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facilities at the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as well as for a detailed simulation of the selection of location of CCTV depending 

on the CCTV's specifications.

KEYWORDS : CCTV, Composition, Co-Use, Management Form, U-City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지자체의 CCTV에 대한 설치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적인 관

리요소를 도출하며,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의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 CCTV는 U-City 서

비스를 구성하는 많은 장비 중에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며,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장비이다. 도시 관리를 위하여 교통흐름의 파

악, 주차단속, 방범, 산불감시 등과 같은 다수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통합관

제센터, 국토교통부에서는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CCTV를 살펴보면, 각 지

자체에서 개별적인 관리양식에 따라 대략적인 

위치와 목적을 간단히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사양에 대한 정보의 미흡함으로 

인해 다부처 연계를 위하여 기설치된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싶을 때, 적합한 시설을 도

출하기 위한 CCTV의 세부 사양이 정리되어있

는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관련부서의 

실무자들 또한 기설치된 장비의 사양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리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CCTV 신규 설치시 작성한 발주서의 정보를 확

인해야 됨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CCTV의 관리적 측면에서 

설치 위치 및 사양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구

성을 제시하고, 운용적 측면으로 관리대장을 제

시하여 CCTV의 공동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2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기존 설치된 CCTV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현황에 대한 검토

를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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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도출 및 관리대장의 작성을 하고자 한다

(그림 1).

CCTV의 설치 및 관리현황의 검토는 현재 

지자체에서 CCTV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확인을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인터뷰와 

공공데이터 사이트의 지자체 CCTV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CCTV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들을 검토하여 어떻게 관리하도록 하

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CCTV의 관리요소 도출 및 관리대장의 생성

은 CCTV의 관리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

체에서 CCTV설치를 위하여 발주한 시방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CCTV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다.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3. 선행 연구 및 동향

Park(2005)는 CCTV설치에 대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역의 CCTV프로젝트들의 

목표가 분명치 않다고 하였다. 막연한 추측과 

생각으로 지역 환경에 적절한 예방 전략을 고

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하

였다. 결국 과학적인 계측과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카메라 수, 공간적 감시 범위, 그리고 위

치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관내 범

죄취약지에 모니터링하기 좋은 곳”등의 비표

준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졌다고 하였다. Lee 

and Kim(2014)은 유동인구와 인구밀도를 이

용하여 방범용 CCTV의 입지모델을 연구하였

다. 유동인구와 인구밀도의 영향값이 높은 지역

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지점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

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Kim 

(2013)는 CCTV의 종합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CCTV관리를 위하여 

CCTV구성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으며, CCTV 

설치·운영분야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현재 대다수의 CCTV관련 법제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하고 있어, 설치기준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확보, 표준화 

및 인증의 내용을 포함하는 CCTV 법안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적인 측면에서 Yoo(2014)은 CCTV가 지속적

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행정적 지원과 함께 

CCTV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운영측

면에서 보안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책임과 의무

가 강조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예산 

측면에서 센터 설치 후 지속적인 보완과 수리

를 위해 관리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Oh et al.(2013), Song et al.(2013) 

그리고 Kim (2013)의 연구는 통일된 CCTV시

스템 모듈 또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표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신규설치 시 위치선정 

또는 통합관제센터/통합운영센터의 시스템의 표

준화 및 의무, 관리권한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

었을 뿐, 실제 CCTV에 대한 상세관리 내용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따라

서 다양한 부처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하여 통

일되고 표준화된 관리내용의 도출 및 이를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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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Classification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rime Prevention 59,917 107,258 141,791 188,168 260,098 291,438

Facility Safety & Fire Prevention 170,460 192,662 207,343 249,947 278,002 332,581

Traffic Enforcement 7,088 6,288 11,636 15,046 17,111 18,927

Traffic Control 3,950 3,019 3,532 8,585 10,512 12,084

Total 241,415 309,227 364,302 481,746 585,723 655,030

Increase Value - 67,812 55,075 117,444 103,977 69,307

Increase Rates - 28.1% 17.8% 32.2% 21.6% 11.8%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TABLE 1. Status of CCTV 

Device Name of Guideline Specification Installation
Operational 

Management
Others*

CCTV

Guideline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road tunnels 

△ △ ○ -

Guideline for facility management of vessel traffic service ○ × ○ -

Guideline detailing standards of urban parks and landscapes by 
Type

× △ × -

Guideline detailing standards of underground flooding 
prevention and control

× × × ○

Guideline for a safe street environment △ △ × -

ITS business implementation directive (CCTV) × ○ ○ -

Local government CCTV ordinance × × ○ ○

* Cases specifying installation demand only
  Abbreviations: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VMS(variable message signs), ITS(intelligent traffic system)

TABLE 2. Content of Guidelines

본  론

1.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CCTV의 설치 초기에는 주로 공장이나 작업

장, 백화점 등에서 모니터링용으로 설치, 운용

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예방 및 도시의 여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에 의해 사회 곳곳으로 확대 설치되어가고 있

다. 2015년 행정자치부통계연보에 따르면 설

치된 CCTV는 655,030대이며 2014년도에 설

치증가율이 11.8%로 줄어들었으나 2014년 이

전에는 약 2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

다. 2014년 CCTV 설치대수 중 범죄예방 

CCTV는 291,438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은 332,581대가 설치되어 주된 설치용도로 나

타났다.

CCTV의 설치 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며, 

CCTV의 제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체계

화된 법적 내용이 부재하고 있다(표 2). 

CCTV 설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범

용은「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가

이드라인」를 따르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

은「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설

치 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

침」의 제6절 2-6-1 현장시설물 관리 부분에

도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항목을 

보면 각 상황별 또는 시기별 점검 내용은 수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

한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점검계획 수립시 고려될 사항으로 점검대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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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 of data about location of CCTV installed by the local government 

(Source: open data portal)

위의 설계자료, 과거이력을 파악, 점검표의 작

성을 고려하라고 되어있다. 점검대상의 설계자

료 관리 및 세부사양 기입 내용과 점검표의 기

재내용 등이 제시 되어 있지 못하며, 이를 공통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이에 

CCTV의 설치시 고려된 설계 자료 및 세부사

양, 점검 내용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

준이 필요하였다. 

그림 2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공개

된 지자체 CCTV 설치장소 현황이다. CCTV의 

설치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설치장소 및 주소, 

상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설치장소

의 주소는 도로와 같은 길고 넓은 면적에 해당

하는 필지가 주소로 기입되어있는 경우도 있으

며 이러한 경우“○○ 앞”또는“○○주변”과 

같이 부정확한 위치로 기입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점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CCTV

의 종류인 고정형과 회전형에 따라 영상을 촬

영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사양에 따라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CCTV의 사양에 대한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통합운용센터에서 운영하

는 시스템에서는 GIS기반에 위치를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를 위한 목적보다는 해당 

CCTV의 촬영영상을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축척 기반의 지도데이터에 CCTV의 

지점표시와 해당 CCTV의 촬영영상을 볼 수 있

는 것, 장애 발생시 장애시설물의 위치를 지도

에 표현이 되는 단순한 시각화 수준에서 그치고 

있으며, 장비에 대한 세부 사양 및 정비 이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CCTV 

관리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합운영센터의 관리자를 만나 담당자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4개 지자체의 담당자와 인터뷰

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통합운영센터가 건립되

어 실제 운영이 되는 곳을 선정하였다. 담당자

들의 주된 지적은 CCTV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일관된 관리체계가 없으며, 이에 의한 공통된 

관리 내용이 부재하다고 하였다. 통합운영센터

에서 통합 관리가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뿐 CCTV의 공동이용

과 같은 협업에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

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관리의 주

체가 개별 부서로 되어 있어 이를 관리하는 양

식이 상이하며, 이에 기입되어있는 세부 내용 

또한 서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에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여도 필요한 사양을 

만족하는 장치를 도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 마다 운영하고 있는 시

스템이 달랐으며,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각 지자체는 개별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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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specification for public bidding 

(Source: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Modules Parts

CCTV Camera
type, camera sensor, lens, max-resolution, compression, low-light, panning/tilting, voice, 
height/direction

Part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able type, modem type, Wifi supporter, security type

Part of contorl controller of multi-Purpose, controller of temperature

Part of Power circuit breaker, UPS, ground/surge, remote controller of power

Housing height, speaker, Audio, call button

Pole base height, height, diameter, material, length of arm

TABLE 3. Composition of CCTV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통합운용센터

에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작업을 일괄 시행

하고 있으나,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서로 다

른 개별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서로 다

른 주관부서의 양식에 의해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CCTV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공

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의 

도출과 이를 공통적인 양식으로 관리할 수 있

는 관리대장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CCTV 관리 요소 도출

CCTV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의 정의

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CCTV 

구성 요소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

하여 각 지자체에서 CCTV 설치시 나라장터에 

발주한 시방서의 기본 요구 사양을 검토하였다. 

그림 3은 어느 지자체의 시방서에 작성한 

CCTV사업 발주시 CCTV의 최소요건을 명시한 

내용이다. CCTV카메라 사양에서는 촬상소자의 

크기와 유효화소를, 야간 저조도에서 운용을 위

하여 최저조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통신부에 해당하는 이더넷스위

치, VPN장비의 기준을, 그 외 장비의 보호를 

위한 함체 구성요소 및 전력에 대한 서지보호

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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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ramework of CCTV management – front page 

(example)

이와 같은 시방서들의 사양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항목들을 도출하여 CCTV의 구성요소

로 카메라, 통신부, 제어부, 전원부, 지주부, 함

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였다(표 3).

카메라항목에는 카메라의 유형인 고정형/회

전형을 표기하며, 카메라의 촬영영상의 범위에 

대한 정보로 촬상소자의 종류, 렌즈의 종류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저장되는 영상의 해상도 및 

화질을 결정하는 최대해상도와 압축방식, 그리

고 야간 촬영을 위한 조건인 최저조도를 포함

하였다. 그 외 카메라가 회전형일 경우 동작방

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팬닝/틸팅 정보와 음성저

장지원유무, 설치 높이와 카메라 설치 방향을 

추가하였다.

통신부항목에는 촬영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 

또는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기능

에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통신선로의 자

가망 또는 임대망에 연결되어있는지에 대한 통

신선로종류, 모뎀의 종류, 무선망을 이용을 하

는 경우를 위한 무선송수신여부, 통신 보안프로

토콜의 보안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제어부에는 장치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다

기능제어기 또는 온도조절장치의 유무, 전원부

는 CCTV 장치의 전원공급에 관련된 것으로 누

전차단기, UPS, 접지/서지, 원격전원차단 장치

의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함체부는 실제 통신부, 제어부, 전원부의 장

비들이 들어 있는 설비물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기에, 여기서는 함체

의 설치 높이와 외부에 표출되는 장비인 스피

커, 호출버튼에 대한 장비 여부를 포함하였다.  

지주부의 대한 사항은 차후 지주부를 공동이

용 할 경우 추가 장치의 설치시 구조물의 안전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주기초의 깊이, 

높이, 직경, 재질, 내민(암)길이와 같이 시설의 

물리적 요소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4. CCTV 관리 대장 구성

CCTV관리대장 구성요소의 선정을 위한 기

준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성요소 및 

나라장터에 입찰을 위한 시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 실무담당자들의 인터뷰 결과 필

요 요청이 있는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구

성요소 도출의 기준을 삼았다. 또한 CCTV는 

U-City 서비스의 중요 역할을 하는 장비이므

로 U-City에서 관리하기 위한 시설 요소 또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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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ramework of CCTV management – back page 

(example)

CCTV관리대장의 구성요소는 기본적으로 

CCTV의 설치위치와 CCTV의 구성요소별 세부

사양, 장비 관리이력, U-City 시설로서의 요소

로 구성하였다(그림 4).

관리대장의 전면에는 CCTV의 관리를 위한 

요소, 지능화된 시설의 정보, 장비의 유형, 상세 

사양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장비의 관리요소로 관리번호, 시설명, 시설위

치(방향), 주소, 설치일시, 관리기관, 사용목적

이 명시되도록 하였다. CCTV의 관리번호는 

CCTV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의 번호를 의미한

다. CCTV 설치위치는 도로명주소를 기본으로 

하여 지번주소체계를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하

였으며, 지번주소체계의 병용은 도로명주소 비

부여지역에 설치되는 CCTV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데이터에서 사용 

중인 전역좌표체계인 UTM-K의 좌표 값을 표

기하도록 하여 좌표계가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전국토 대상의 자료 정리시 좌표계의 변

동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관리기관 

항목은 다부처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

어 이에 대한 운영주체를 표기하는 것이다. 

CCTV는 통합운영센터에서 U-City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비이다. 따라서 U-City의 

지능화된 시설과 연계된 정보를 수록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CTV가 포함되어 

있는 지능화된 시설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

록 지능화된 시설의 관리번호와 시설명, 시설위

치, 주소정보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해당 장비의 유형을 표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치된 장비의 유형을 표기하여 장비의 형태에 

따라 공동 이용 시 해당 장비의 이용가능 여부

를 선택가능하게 하는 목적이다.

CCTV의 구성요소별 세부사양은 앞의 절에

서 제시한 CCTV 구성요소들을 반영하여 만들

어졌다. 실제 CCTV시스템은 이벤트 감지용 

CCTV와 실제 영상을 촬영하는 CCTV와 같이 

복수의 CCTV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

수의 CCTV사양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면에는 관리이력과 시설물의 설치위치도 및 

촬영범위를 표시할 수 있는 도면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관리이력은 변동사항에 대한 일자와 조

치내용, 원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설물 위치도 및 범위에서는 장비의 설치 위치

와 CCTV의 경우 촬영범위가 중요함으로 도면

상에 촬영범위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그림 5). 

이와 같이 CCTV의 설치위치, 지능화된 시설

과의 연계, 장비의 세부 사양, 관리이력, 설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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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도면화로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 관리주

체에 따른 다양한 관리방법을 통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5. CCTV 관리 대장의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관리대장을 사용함으

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일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상이한 양식

을 사용함으로 차후 광역단위의 연계시 자료의 

교환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함으로 

관리자 차원에서 관리되는 장비에 대한 세부사

양을 획일화된 방식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을 것이다. 둘째로, 도로명주소에서 사

용되는 국토전반을 다룰 수 있는 UTM-K를 

적용함으로 U-City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백데이터(수치지형도, 지적도, 도로명주소 

데이터)와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로, 

다부처간 공동 이용시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양

의 장비 검색이 가능할 것이다. CCTV 설치시 

요구되는 사양의 기본정보들이 관리대장에 기

입되어 있기에, 추가 목적을 위한 다부처간 공

동 이용시 요구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이 가

능할 것이며, 해당 장비를 통해서 복수의 목적

으로 이용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다목

적 사용이 가능해지거나, 최소한 기존 CCTV의 

지주부와 함체에 있는 장비를 공동 이용할 경

우 예산의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CCTV 통합관리를 위한 CCTV 

관리요소의 도출 및 이를 이용한 표준화된 관

리대장 양식을 작성하여 보았다. 

CCTV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자체 

설치 현황 목록과 담당자와의 인터뷰, 법적 내

용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CCTV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CCTV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의 시방

서를 검토하여, CCTV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인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차후 U-City의 

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City의 지능화된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CCTV의 관리요소와 U- 

City의 지능화된 시설과의 연계성들을 정형화

된 관리대장 양식으로 구성하여 행정적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CCTV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

적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생성

하였다. 이는 국토부의 통합운영센터 및 행자부

의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관리시 CCTV의 

설치위치와 제원에 대하여 관리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서간 공동 설치 및 이

용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기

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

로 통합운영센터에서 시설물관리시스템의 DB 

구성할 때 테이블 정의 요소 및 근거자료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CCTV 촬영영상의 영상범위를 한정하는 요소들

을 이용하여 다부처에서 공동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촬영영상 범위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

션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최종적으로 제시한 관리

대장의 양식에 대하여 실무담당자들의 최종 의

견 수렴을 하지 못한 점이다. 양식이라는 것은 

최소의 기입으로 최대의 효과가 가장 좋은 것

이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자세히 구성된 요소

들에 대하여 실무담당자 의견을 반영한 정리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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