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 CCTV 통합관제센터 사건사고 신속대응 체계 구축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제도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정상추진(100%)

주관부서 정보기획과 협업부서
안전재난과,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김천경찰서 등

공약실명제 과장 김성환(6070), 담당 이상헌(6880), 담당자 이상민(6881)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112, 119 등 유관기관

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체계 구축

  ❍ 사업위치 :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내

  ❍ 사업기간 : 2019. 8월 ~ 2020. 8월

  ❍ 소요예산 : 1,900백만원(국비 600, 도비 300, 시비 1,000)

  ❍ 주요내용

    -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재난구호·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국민 안전 서비스 구축

      ※ 연계서비스 :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이벤트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을 활용하여 실시간 처리 및 융·복합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



□ 추진실적

  ❍ 2019. 8월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

  ❍ 2019. 11월 : 설계완료 및 조달 입찰공고

  ❍ 2019. 12월 : 사업자선정 계약완료

  ❍ 2020.  6월 : 통합연계인프라 구축 완료

  ❍ 2020. 7월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완료

  ❍ 2020.  9월 : 스마트시티 고도화(데이트플랫폼 솔루션 구축)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2019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트템 구축 완료

202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2021

2022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1,900 1,900 0 520 1,380

국비 600 600 600

도비 300 300 120 180

시비 1,000 1,000 0 400 600

민자

기타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지능형 스마트관제 시스템 구축 완료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유관 부서 및 기관이 모두 관여하는 사업으로 각 담당별로 사용

하고 있던 시스템이 상이하여 초기 작업에 많은 협의가 필요

   ⇒ 통합플랫폼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서, 기관,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함

□ 기대효과

  ❍ 스마트시티 기술을 112, 119와 긴급출동 서비스 연계로 신속한 

범죄 예방·재난 구호 체계 마련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S-서비스 정보를 체계적

으로 분석·운영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운영과 행정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