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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범죄 사각지대 없는 고성능 CCTV 확충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장기 - 명 연간 500 명

주관부서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영상정보팀장 구선미, 담당 유상조 ☎ 729-2482

협조부서 50개 동행정복지센터

협력체계 동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 CCTV 위치선정협의회

시민참여 위치선정협의회 참여

□ 정책목표

·고성능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개    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위    치: 범죄 사각지대 및 발생지역 

  ❍ 사업내용(목표)

    ∙ CCTV 확대 설치: 433개소 CCTV 1,732대

    ∙ CCTV 화질 개선: 588대(140만화소 이하 → 200만화소 이상)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 이행계획 수립

2019년 연   간 ∘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

2020년 연   간 ∘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

2021년 연   간 ∘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

2022년 연   간 ∘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

2023년이후 계  속 ∘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62,652 32,182 27,198 4,332 4,011 8,185 5,300 5,370 3,272

국비 13,528 6,238 7,290 1,600 300 2,300 600 2,490 0

도비 14,230 3,619 10,611 1,309 791 4,025 3,106 1,380 0

시비 34,767 22,198 9,297 1,423 2,920 1,860 1,594 1,500 3,272

기타 127 127 0 0 0 0 0 0 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이행계획 수립
CCTV 확대 구축

10
10
10

◦ 7월 계획 수립
◦ CCTV 확대 구축 433개소/ 1,732대
◦ CCTV 화질 개선 588대

◦ 7월 방침 수립
◦ CCTV 확대 구축  63개소/ 474대
◦ CCTV 화질 개선  0대

100
14.5
0

2019년 CCTV 확대 구축
CCTV 화질 개선 35 ◦ CCTV 확대 구축 433개소/ 1,732대

◦ CCTV 화질 개선 588대
◦ CCTV 확대 구축 226개소/1,812대(누적)
◦ CCTV 화질 개선 826대         (누적)

52.2
100

2020년 CCTV 확대 구축
CCTV 화질 개선 35 ◦ CCTV 확대 구축 433개소/ 1,732대

◦ CCTV 화질 개선 588대
◦ CCTV 확대 구축 504개소/3,318대(누적)
◦ CCTV 화질 개선 1,104대        (누적)

100
100

2021년 CCTV 확대 구축
CCTV 화질 개선 계속 ◦ CCTV 확대 구축 

◦ CCTV 화질 개선
◦ CCTV 확대 구축 677개소/4,340대(누적)
◦ CCTV 화질 개선 1,104대        (누적)

100
100

2022년 CCTV 확대 구축
CCTV 화질 개선 계속 ◦ CCTV 확대 구축

◦ CCTV 화질 개선
◦ CCTV 확대 구축
◦ CCTV 화질 개선 -

  ※ 성남시 생활안전(방범) CCTV 설치 현황: 2,319개소 9,063대(2022.3.31.기준)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단위: 개소/대)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방침 및 계획 수립 기본방침

방범 CCTV 확대 구축 677/4,340 63/474 163/1,338 278/1,506 173/1,022

방범 CCTV 화질 개선 1,104 0 826 278 0

    ∙ 연계사업                                                (단위: 본)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AI 기반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850 550 300



    ∙ 사업추진상황

현장사진 생활안전 CCTV 구축 

◦ CCTV 1개소당 스피드돔 1대 + 고정카메라(2∼4대) 설치

◦ 원격 조작이 가능한 스피드돔 카메라는 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 스피드돔 카메라가 전구역 감시(360도)에 평균 2분가량이 소요되어 관제

   사각지대 발생(골목길별 20∼30초 촬영)  → 고정카메라 설치로 보완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 7. 11: 확대 계획 수립
  - CCTV 확대설치: 433개소 1,732대
  - CCTV 화질개선: 588대

방범 CCTV 확대 구축 ◦ CCTV 확대 구축: 63개소, 474대 구축
  - 수정구 37개소, 중원구  1개소, 분당구  25개소

동별
위치선정협의회

2019년 방범 CCTV 확대 구축
방범 CCTV 화질 개선

◦ CCTV 확대 구축: 163개소, 1,338대 구축
  - 수정구 54개소, 중원구 64개소, 분당구  45개소
◦ CCTV 화질개선: 826대

동별
위치선정협의회

2020년 방범 CCTV 확대 구축
방범 CCTV 화질 개선

◦ CCTV 확대 구축: 278개소 1,506대 구축
  - 수정구 79개소, 중원구 63개소, 분당구 136개소
◦ CCTV 화질개선: 278대

동별
위치선정협의회

2021년 방범 CCTV 확대 구축 ◦ CCTV 확대 구축: 173개소, 1,022대 구축
  - 수정구 68개소, 중원구 47개소, 분당구  58개소

동별
위치선정협의회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방범 CCTV 확대 구축 ◦ CCTV 확대 구축: 174개소, 696대 구축 동별
위치선정협의회

2023년 방범 CCTV 확대 구축 ◦ CCTV 확대 구축: 100개소, 400대 구축 동별
위치선정협의회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동 행정복지센터 CCTV 위치선정협의회 개최 매년 10월 추진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91 53,733 32,182 79 21,551 0 8,134 8,119 5,298

국비 84 11,007 6,238 65 4,769 0 1,871 2,298 600

도비 90 12,785 3,619 86 9,166 0 2,088 3,972 3,106

시비 95 29,814 22,198 82 7,616 0 4,175 1,849 1,592

기타 100 127 127 - 0 0 0 0 0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71,380 32,182 27,198 12,000 3,000 3,000 3,000 3,000

국비 13,528 6,238 7,290

도비 14,230 3,619 10,611

시비 43,495 22,198 9,297 12,000 3,000 3,000 3,000 3,000

기타 127 127 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생활안전 CCTV 구축
◦ 주택 골목길, 근린공원, 외곽지역 등

   설치 수요 대비 구축 예산 부족

◦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별도 

   확보 추진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골목길 우범지역 지속적 설치

❍ 근린공원, 외곽지역 등 설치가 저조한 곳 위주로 확대 구축

❍ 행안부, 경기도 등 국·도비 적극 확보 추진

□ 기대효과 

  ❍ 생활안전 CCTV 확대 설치로“안전하고 활기찬”도시환경 조성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강력범죄 예방으로 시민 생활안전 도모

    ∙ 인구 만명당 범죄예방 CCTV 0.88대로서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안전지수 양호

    ∙ 2021년 기준 5대 주요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발생 건수

      전년 대비 1,053건 감소(분당경찰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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