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복지도시 3-1-6

 방범 CCTV 설치 확대

사업구분 임기 후 계속 총사업비 11,626백만원

❏ 사업개요   

○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그물망식 방범안전망 확대

○ 고양시방범관제센터 상시모니터링 24시간 운영

❏ 목    표   

○ 방범취약지역,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연차별 방범용 CCTV 확대

○ 24시간 상시 방범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도모

❏ 방범CCTV 설치 위치 선정 절차

민원

➜
사전협의

➜
방범진단

➜
결정통지

➜
착공

➜
준공

•민원대장 관리 •시청,3개경찰서 •빅데이터 분석 •경찰서➡시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

설계서 준수
시공여부 등
현장 확인•예산수립 •시의견 적극개진 •범죄발생율 등 고려 •설계 및 발주

❏ 추진계획 

○ 경찰서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계 강화

    - 방범인프라가 열악한 취약지역의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방범진단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방범안전망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 협조 추진

○ 방범관제 모니터링 강화

    - 장소별, 취약시간별 모니터링 차등운영방식으로 관제효율성 제고

    - 카메라 화각확보를 위한 가로수와 가로시설물 정비 추진

○ 방범안전망 인프라 구축

     - 영상물 식별력이 우수한 구축물로 사건·사고발생시 범인검거에 기여

❏ 사업기간 : 2018년 7월 ~ 2022년 6월(계속)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7 ‘19 ‘20 ‘21 ‘22.6월 임기후

방범CCTV 구축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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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취약

지역 구축

여성안심

취약지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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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 최우선 설치후 중ㆍ고

등학교로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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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11,626 0 3,495 2,667 2,266 1,599 1,599

방범 CCTV
설치

국비 1,100 1,100
도비 3,302 1,288 793 371 425 425
시비 7,224 1,107 1,874 1,895 1,174 1,174
기타 0

❏ 쟁점 및 대책 

○ 쟁점

-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권침해 발생 우려 증대

○ 사생활 보호 등 인권침해 저감대책

-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한 범죄예방 실효성 진단과 

설치지점에서의 촬영방향과 촬영범위에 대한 적절성 진단 후 설치

-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 및 범죄 수사외 CCTV영상 반출을 최소화

❏ 타 기관 협조사항 

○ 방범 CCTV 설치장소에 대한 관할 경찰서 정밀안전진단 필요

○ 방범 CCTV 구축시 택지지구 자가망 및 교통 자가망 활용을 위한

시설 협조 필요

○ 카메라 화각확보를 위한 가로수, 가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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