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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앞으로 도시 시민의 안전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공공부문

의 통합관제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소재의 CCTV통

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유형별 분류와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조사대상은 2007년 이후 구축된 서울의 통합관제센터 8곳으로 일반적

인 특성, 공간기본정보, 실내공간특성의 기준에 맞춰 분석하였으며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관제센터의 공간기본정보를 살

펴보면 소규모 CS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현재 통합관제센터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면적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관제

센터의 공간기본정보를 살펴보면 보안영역, 사무영역, 공공영역의 순으로 

공간의 크기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현재 국내의 통합관제센터는 행

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획일적인 형태나 구조, 실내 환경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내디자인 연구 분야에서 깊이 있게 다

루지 못했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더 나은 

통합관제센터를 계획할 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조

사대상의 사례 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추후 사용자 인터뷰나 공

간 사용성 평가 분석 등을 통해 사례분석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모니터링 실내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길 기

대한다.   

(Abstract)�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ed control service of the public sector 

will be increased for the safety of citizens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lassification of CCTV control cent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design. The survey was conducted 

at eight control centers in Seoul that were constructed since 2007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general matters, services, 

spatial basic information, spatial structure, and intern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is a space where 

the ratio of the physical environment is not high but performs 

important tasks for the citizens of the city, which are operated 24 

hours a day, and security and security. It is characterized by the 

efficient space allocation for the treatment, the design of the moving 

line, and the connection according to the urgent work flo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other 

integrated control center environment.

(Keyword)

CCTV,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Human Factor Design, 

Interior Design Characteristics,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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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배경과�목적

도시 시민의 안전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각 자치구의 CCTV1)의 설치는 매년 급

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의 CCTV는 지난 2002년 서울시 강남구에 방범용으로 다섯 대

가 설치된 이후 급격하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2015년 공공 부문의 CCTV 설치는 57만여대에 이

를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불법주정차 감시, 화재감시, 교

통정보 수집 등 공공의 이익에 높은 효용성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CCTV 설치는 초기에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주정차단속, 교

통관제, 쓰레기 투기방지, 어린이 지킴이, 재난 및 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

라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까지 설치 기관과 목적별로 운영되어 오던 CCTV 시스템

과 영상을 통합하여, 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관제센터2)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통합관제센터의 모습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CCTV 통합관제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왔다3). 공공부문의 CCTV 통합관제

센터는 아직 정책 초기단계에 해당하지만 최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급격히 발전하는 

영상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형태 및 

구성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검증 및 조사 연

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사례분

석을 통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실내공간 개념을 정립하고 공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까지 실내디자인의 분야에 있어 연구가 부족하였던 공간에 대한 학문적인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이론적 토대를 다진다는 의의가 있다.

1) CCTV(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정의: CCTV 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

2)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제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련 시스템의 물리적 통합체계 및 운영
조직을 의미함.

3)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전국 지자체에 존재하는 공공부문의 CCTV를 230여개 지자체 별로 통합하여 관리 
감독의 협업을 통해 일원화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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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와�방법�및�범위

본 연구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실내공간특성에 대한 사례분석연구로, 2007년 이후에 설립된 서울시

의 통합관제센터 중 센터의 건립시기나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고 방문 및 관찰이 허용된 8곳을 선

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기존의 정부문서,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통합관제센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례조사 대상공간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조사지와 사진분석을 통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유형별 실내공간 

구성현황과 특성을 종합·분석하였다. 

2.� 통합관제센터의�개념과�공간구성

2-1.� 통합관제센터의�역할과�구성�

2-1-1.� 통합관제센터의�역할�

통합관제센터는 공공부문의 모니터링 솔루션, GIS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사회안전, 시설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내의 정보가 다른 기관과 항시 연계되므로 서비스 확장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요구되며 상호운영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2>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2-1-2.� 통합관제센터의�구성�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통합관제 솔루션, 기반시설, 공간구조, 운영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다. 통합센터 하드웨어는 CCTV 영상정보의 수집, 통합, 가공, 제공 및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의미하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영상장비, 음향장비, 운용PC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통합관제 솔루션은 CCTV 영상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의미하며 통합관

제 메인 솔루션, GIS 모니터링 솔루션, 통합관제 저장·분배 솔루션,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이 필요하

다. 기반시설은 쾌적한 근무여건과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환경설비를 말하며 출입통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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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공조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구조는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유지와 운영인력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제실, 장비

실, 회의실 등의 공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운영조직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

적 조직구조를 의미한다. 

2-2.� 통합관제센터의�업무특성�

2-2-1.� 통합관제센터의�운영조직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조직은 총괄부서, 운영부서, 유관기관, 유지인력보수 등으로 분류되며 통합관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조를 의미한다. 조직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신설 운영되거

나 임시 운영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운영요원이나 경찰관을 배치가능하다. 

2-2-2.� 통합관제센터의�운영방식� �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특징이 있으며 예고되지 않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2교대나 3교대로 이루어지는 관제인력 이외에도 CCTV 연계를 위

한 관련 유관기관의 파견인력과 유지보수팀의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통합관제 센터의 공간을 설계하

는 것이 중요하다.   

2-3.� 통합관제센터의�공간규모

통합관제센터는 통합대상 CCTV대수와 확보 가능한 통합관제센터의 면적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통합관제센터의 유형분류를 나타낸 것이다4). 

소규모 통합관제센터는 132㎡~198㎡의 면적에 관제실, 장비실, 회의실로 구성되며 면적의 제한이 

큰 경우 회의실을 생략하거나 최대한으로 축소하여 설계 가능하다. 전면상황판을 기준으로 전면에 

관제실이 후면에 장비실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규모 통합관제센터는 198㎡~264㎡의 면적에 관제실, 장비실, 회의실, 운영실, 휴게실이 배치되며 

소규모 통합관제센터의 형태를 기준으로 관제실과 회의실의 측면에 운영실과 휴게실이 배치되는 형

태이다. 

대규모 통합관제센터는 264㎡~330㎡의 규모로서 관제실, 장비실, 회의실, 운영실, 휴게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형태이다. 소규모 통합관제센터에 비해 공간의 가변성이나 확장성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준 구분 내용

CCTV대수
기준

CS CCTV� 300대�이하

CM CCTV� 300~600대�이하

CL CCTV� 600대�이상

센터면적�
기준

소규모 132㎡~198㎡

중규모 198㎡~264㎡

대규모 264㎡~330㎡

<표 1> 통합관제센터의 유형분류  

4) 행정안전부, 국가영상정보자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2013, 부록4. CCTV산정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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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합관제센터의�공간구조

통합관제센터의 공간구조는 기능유지와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며 크게 보안영역, 사무영역, 공공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5). 

보안영역(Security Zone)은 관제실, 장비실, 운영실, 서버실, 테스트실이 있으며 사무영역(Office 

Zone)은 사무실, 휴게실, 탕비실, 창고 등이 있으며 공공영역(Public Zone)은 출입공간, 쇼룸 등이 

있다. 보안영역에 대한 공간설명은 다음과 같다.  관제실(Monitoring Center)은 CCTV영상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위한 통합관제공간으로 전면상황판, 관제 근무자를 위한 데스크의 효율적인 배치가 주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장비실(Equipment Room)은 관제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산장비 및 네트

워크 장비를 위한 공간으로 서버 및 스토리지 등의 장비가 시스템랙에 설치되는 공간이다. 운영실

(Operation Room)은 통합관제센터 내의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으로 장비실과 연결되도록 구

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버실(Equipment Managing Room)은 대규모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장비

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운영실과 공유해서 사용가능하다. 테스트룸

(Setup and Test Room)은 관제실에서 운영되는 전산장비 외에 신규설치를 위한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무영역에 대한 공간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무실은 운영조직의 업무를 위한 곳으로 상황실과 관련

된 일을 주로 처리하는 공간이다. 회의실은 운영조직의 회의를 위한 공간이며 긴급상황이 발생 시 

관련자 회의를 통해 대처상황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휴게실은 24시간 가동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상근

/비상근 근무자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공간이다. 탕비실은 근무자를 위한 간단한 식

음, 취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며 창고는 각종 부품, 기기, 물품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마련

한 공간이다.  

공공영역에 대한 공간설명은 다음과 같다. 출입공간은 내부공간으로의 안내와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

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한다. 쇼룸은 외부인력이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시 보안지역 안으

로 출입은 통제하면서 내부의 일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곳을 의미한다. 

아래 <표 2>는 통합관제센터의 공간구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설명

보안영역
Security
Zone

관제실 CCTV영상�감시�및�통제를�위한�위한�통합관제공간

장비실 관제실�운영에�필요한�각종�전산장비�및�네트워크�장비를�위한�공간

운영실 센터�내의�장비의�유지보수를�위한�공간�

서버실 장비의�입출고를�관리하는�별도의�공간

테스트실 신규설치�장비를�테스트�하거나�점검하기�위한�공간

사무영역
Office
Zone

사무실 운영조직의�업무를�위한�공간�

회의실 긴급상황�발생시�근무자들의�회의를�통해�대처상황이�논의되는�공간

휴게실 센터의�근무자들이�휴식할�수�있도록�가구,�간이�침대�등이�배치된�공간

탕비실
근무자들을�위한�간단한�취사,�식음을�가능하도록�정수기,�개수대,�냉장고�
등이�배치된�공간

창고 각종�물품,�기기,�부품�등을�보관하는�장소

공공영역
Public
Zone

출입공간 외부인의�출입은�통제하고�안내가�이루어지는�공간

쇼룸 외부인력이�센터를�방문�시�내부의�일부를�관람할�수있도록�마련한�공간

<표 2>  통합관제센터의 공간구조

5) 김형년, 모니터링 센터의 사무 환경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33호, 2002, p.47를 참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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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관제센터와�인간공학디자인(HFD)�

3-1.� 통합관제센터와�인간공학디자인(HFD)의�중요성

앞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통합관제센터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시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

터링하는 곳으로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에 비해 24시간 동안 가동되며 

예측되지 않는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공

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도시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

업 전반에 걸쳐 도로, 교통, 건물 내외부, 실험실 등 다양한 대상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확장 축소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아직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통합관제

센터를 넓은 범위의 통제실(Control Room)이라 규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

부분 인간공학이나 인지공학의 분야의 접근이 우세한 편이다. Stewart(1995)과 Ponsa and 

Marta(2007)는 통제실의 환경, 시각적 화면 구성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기준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Cullen(2007)은 통제실의 인간공학 요소에 대해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용자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용자간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모두 국제적으로 통제실은 8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으나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개선해야하는 의

지가 적은 공간이며, 중요한 역할에 비해 물리적인 면적 및 경제적인 투자가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항시 가동되는 기계 및 시스템을 관리하는 반복작업이 

지속되며 예측하지 못한 긴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가능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이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3-2.� 국제표준화기구와� ISO11064�

3-2-1.� 국제표준화기구와� ISO�규격� �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normalization)

는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분야에서 국제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인 표준화 및 그 관련 활동의 발전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1947년에 설립된 비정부 기구이다. ISO는 전기 관계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규격을 제정하는 대

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 IS(ISO 규격)라는 국제규격 및 관련 자료를 발행해 오고 있다. IS는 

최근 수출입과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해외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

는 해외 규격의 하나이다. 아래의 <표 3>은 대표적인 ISO 인증기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ISO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분류코드 분류명 주요�내용�

ISO� 9001 Quality�management
제품이나�서비스의�품질이�국제적으로�통용�가능한�기준을�
제시� �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회사나�기관의�환경을�증진시키기�위한�기준을�제시� �

ISO� 20121 Sustainable� events
업무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경제적,�환경적�영향에�대처하는�
방법에�해단�기준을�제시

ISO� 22000 Food� safety�management 식품에�대한�안전을�관리하는�기준을�제시�

ISO/IEC� 2700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회사나�기관의�정보,�데이터를�안전하게�관리하는�방법을�제시�

ISO� 31000 Risk�management
회사의�업무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소를�관리하는�
기분을�제시

<표 3> 대표적인 ISO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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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통합관제센터와� ISO11064�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ISO11064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통제실(Control Room)의 인간공학

적인 디자인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제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에 처음 ISO11064 통제실에 대한 인간공학적 디자인 기준(The 

ergonomics design of control centers)을 제안하였다. ISO 11064의 목적은 사용자의 업무능력을 최

대한으로 향상시켜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ISO11064의 내

용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내용을 추가 보완해 왔으며 현재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의 통제실을 구출하는데 있어 ISO11064는 가장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소분류 기준명 내용

Part� 1�
Principles� for� the� design� of� control�
centers

control� centers의�디자인�기준�제시�

Part� 2
Principles� for� the� arrangement� of�
control� suites

control� centers의�내부�구조에�대한�기준�제시�

Part� 3 control� room� layout control� centers의�내부�공간�레이아웃에�대한�기준�제시�

Part� 4
Layout� and� dimensions� of�
workstations

업무영역의�배치�및�치수에�대한�기준�제시�

Part� 5 Displays� and� Controls 화면�및�제어�장치에�대한�기준�제시�

Part� 6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control� centers

control� centers의�환경에�대한�기준�제시�

Part� 7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control� centers

control� centers을�평가하기�위한�기준�제시�

<표 4> ISO11064 The ergonomics design of control centers  

4.� 통합관제센터의�유형별�사례분석�

4-1.� 사례조사의�목적과�방법

본 조사는 현재 국내의 통합관제센터의 실내디자인을 인간공학디자인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으로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 

중 건립시기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방문 및 관찰이 허용된 8곳을 선정하였다. 통합관제센터의 

특성 상 세부적인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책자나 웹상에 공개된 이미지만을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소음이나 온습도는 스마트폰에 계측기를 부착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측정

하였다. 

4-2.� 사례조사대상의�개요�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구분 위치 구축연도 면적

A 서울시�서초구 2007 143㎡(43평)�

B 서울시�마포구 2008
B1층:� 257.85㎡(78평)�
5층:� 82.64㎡(25평)

C 서울시�성동구 2009 196.1㎡(59.32평)

D 서울시�영등포구 2010 192.81㎡(58.43평)

E 서울시�용산구 2010 280.8㎡(85.1평)

F 서울시�서대문구 2010 201.2㎡(62평)

G 서울시�양천구 2010 269.28㎡(81.26평)

H 서울시�관악구 2010
3층:� 70.5㎡(21.3평)
4층:� 58.7㎡(17.8평)

<표 5> 연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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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조사의�내용과�분석틀� �

사례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통합관제센터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구

축연도, 관리 CCTV대수, 운영요원의 수, 근무형태, 제공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는 공간기본

정보로 기준면적, 공간명, 공간배치, 공유공간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ISO11064의 Part 6과 Part 

7의 내용을 기준으로 인간공학디자인(HFD)의 관점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실내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 6>은 사례조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분류 소분류 항목

Tangible
elements

재질
Finishes

⦁FI01:� LRV�기준�충족
� (바닥:� 0.2-0.5,�벽:� 0.5-0.6,�천장:� 0.8)
⦁FI02:�미끄럼방지�처리
⦁FI03:�인화방지�처리
⦁FI04:�유지보수�및�관리�편리� � �

조명
Lighting

⦁L01:�직접조명과�간접조명의�혼합�사용
⦁L02:�전반조명과�국부조명의�혼합�사용�
⦁L03:�조명의�밝기�단계별�조절�

가구
Furniture

⦁FU01:�입식�좌식의�작업공간�분류�
⦁FU02:�높낮이�조절�가능� �
⦁FU03:�에너지�효율�제품
⦁FU04:�개인�부상�방지�장치�구비� � �

Intangible
elements

시야확보
Sight

⦁ST01:�공간의�개방감�
⦁ST02:�눈부심�적은�조명�사용�
⦁ST03:�워크스테이션의�배치�

음향
Sound

⦁SD01:� 30-45dB�기준�충족� �
온습도
Touch

⦁T01:�공간별�온도�개별�조절�가능�여부�
⦁T02:�공간별�습도�개별�조절�가능�여부

<표 6> 사례조사 분석틀  

위의 <표 6>은 통합관제센터의 실내공간특성을 인간공학디자인(HFD)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적

용한 ISO11064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기준은 유형적 요소(Tangible elements)와 무형적 요소(Intangible elements)로 나뉘며 유형적 요소에

는 재질(Finishes), 조명(Lighting), 가구(Furniture)가 있으며 무형적 요소에는 시야확보(Sight), 음향

(Sound), 온습도(Touch)가 있다.  

재질(Finishes)에서는 센터 내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적절한 LRV data(Light Reflectance Value)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닥은 0.2-0.5, 벽은 0.5-0.6, 천장은 0.8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미끄럼방지와 인화방지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편한 재질이어야 한다. 

조명(Lighting)은 천장의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을 적절히 사용하며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혼합하여 

갑작스러운 부분 정전이나 눈부심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의 밝기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가구(Furniture)는 통합관제센터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개인적인 부상(시력저

하, 손목저림, 허리통증 등 반복업무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작업

공간은 사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입식, 좌식으로 조정 가능하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기계 냉난방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개

인적인 부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구 및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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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확보(Sight)는 통합관제센터 내부에 진입하였을 때 기둥의 개수가 적고 천장이 높아 개방감이 

느껴지며 공간적 개방감이 느껴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눈부심이 적은 조명(glare-free)이 설치

되어 있어 작업공간에 방해되지 않으며 워크스테이션의 배치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성과 

조화성을 이루어야 한다. 

음향(Sound)은 센터 내에서 업무상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소리로 소음과 반드시 구별되어 관리되어

져야 한다. 많은 컴퓨터를 작동하는 소리, 사용자 간의 작은 대화, 컴퓨터 키보드 소리 등은 사람들

이 크게 신경쓰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업무효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ISO11064는 센터 내의 소음은 30-45dB이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습도(Touch)는 사용자의 업무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기계를 위한 공간

의 온습도와 사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온습도는 계절, 건물의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5.� 사례조사�분석�결과�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의 통합관제센터의 실내공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공간특성을 살펴봄으로

써 궁극적으로 통합관제센터의 공간개성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래 <표 7>은 

각 연구사례에 대한 조사내용을 정리해서 표기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5-1.� 일반적인�특성� � �

통합관제센터의 공간규모에 비추어 보면 사례조사 대상 중 A, C, D, H는 소규모, F는 중규모, B, 

E, G는 대규모의 공간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 CCTV대수 기준으로 보면 CS형은 A, B, C, H, 

CM형은 D, E, F, G, CL형은 없었다. B, D, E, G의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관리하는 CCTV대수

와 통합관제센터 규모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8곳의 사례조사 대상 중 소규모 CS

형이 A, C, H로 가장 많이 나타나 현재 통합관제센터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면적 비중은 그

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적으로 운영부서의 상주인원이 최소 3명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찰, 공익근무요원 등 

유관기관의 비상근인원도 배치되어 있어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항상 가동되는 공간이며 상주인원

의 쾌적한 근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모든 통합관제센터는 기본적으로 방범, 주정차단속, 그린파킹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었

으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하천감시, 산불감시, 어린이지킴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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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간기본정보

조사대상의 평면구조를 통합관제센터의 공간영역의 관점에서 나누어보면 보안영역, 사무영역, 공공

영역의 순으로 공간의 크기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안영역과 사무영역의 비중

이 매우 높았으며 공공영역은 출입공간 이외 별도로 쇼룸 공간을 마련한 사례는 없었다. 

공간배치 형태에 대해 알아보면 A, F, G, H의 사례는 일자형, B, D는 ㅁ형, C, E는 복합형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자형의 공간배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유공간의 형태는 운영실과 사무실이 공유되는 구조(C, E), 운영실과 휴게실이 공유되는 구조(F, 

H), 그리고 종합관제실과 회의실이 공유되는 구조(B)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3.� 실내공간특성

조사대상의 실내공간특성은 재질, 조명, 가구, 시야확보, 음향, 온습도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5-3-1.� 재질

사례조사 대상지의 통합관제센터 내부가 FI01의 항목의 기준에 대해 LRV값을 측정해야 하나 마감

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측정이 불가하였다. 미끄럼방지처리에 관련된 FI02의 경우 G를 제

외한 모든 곳에 별도의 미끄럼방지 처리나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FI03은 인화방지 처리에 

관한 항목으로 마감재 표면에 인화방지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였으며 C,D,G,F는 기준에 

적합하였다. FI04는 유지보수 및 관리가 편리한 재질을 사용했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C,D,E,F는 우

레탄, 소음을 흡수하는 카페트 재질을 사용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나머지는 오염이 심한 카

페트의 관리, 부분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5-3-2.� 조명

사례대상 중 A,E,G는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을 혼합 사용하였고 E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반조명

과 국부조명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조명의 점멸 점등은 조절 가능

한데 비해 조명의 밝기를 단계별 조절할 수 있는 곳은 A,F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5-3-3.� 가구

일반적인 사무공간에 비해 통합관제센터는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단순한 반복작업

을 되풀이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공학적인 가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SO11064에서는 

입식 좌식의 작업공간을 모두 구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지 이에 부적합하였다. 하지만 

그에 비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는 대부분 구비하고 있었으며 입식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절 

가능한 책상을 구비하고 있는 대상지는 매우 적었다. 에너지 효율 제품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

으나 근무자의 피로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운동기구나 장치를 구비한 곳은 없었다.  
5-3-4.� 시야확보

분석 항목 중 ST01은 공간의 개방감에 대한 내용으로 주관적인 판단보다 실내 공간 내에서 시야확

보에 방해되는 기둥의 존재, 평면의 형태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일자형의 평면보다 

ㅁ형이나 복합형의 평면 형태가 시야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실에서 회의실이나 운영실

의 내부가 관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유리 재질의 내벽을 사용하고 불필요시 블라인드를 사용하면 

시야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ST02는 눈부심 적은 조명 사용했는지 여부로 조사 대상지의 조

명기기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ST03은 워크스테이션의 배치에 

관한 항목으로 대부분 상황판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일자형이나 곡선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었으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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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대규모의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ㄷ자와 일자형의 혼합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5-3-5.� 음향

통합관제센터 내의 적정한 소음은 30-45dB 정도로 도서관, 조용한 라디오 음악 소리 등의 평균 생

활소음 정도이다. 분석 결과, B,E,H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조사 대상지의 소음은 이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대상지의 상황, 근무자의 수, 시간에 따라 소음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추후의 통합관제센터를 계획할 시 흡음 마감재의 추가 사용, 공간의 하울링 현

상 등을 고려한 실내 계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5-3-6.� 온습도

통합관제센터의 장비실은 많은 전자기기가 모여있는 공간으로 모든 사례조사 대상지가 적절한 온습

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사용자의 업무나 회의를 위한 공간의 온습

도는 별도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고 건물 청사 전체의 냉난방 시스템에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부서의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는 별도로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6.� 결론

6-1.�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앞으로 도시 시민의 안전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통합관제서비스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유형별 분류와 실내공간특

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07년 이후 구축된 서울의 통합관제센터 8곳으로 일반적인 특성, 공간기본정보, 실내공

간특성의 기준에 맞춰 분석하였으며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관제센터의 공간기본정보를 살펴보면 소규모 CS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현재 통합관제센

터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면적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24

시간 항시 가동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주인원이 최소 3명 이상으로 조사되어 일반 근무시간 외

에도 별도로 냉난방을 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관제센터의 공간기본정보를 살펴보면 보안영역, 사무영역, 공공영역의 순으로 공간의 크기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안영역과 사무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공공영역은 

출입공간 이외 별도로 쇼룸 공간을 마련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에서 보면 출입공간과 

쇼룸에 일정공간을 배분하여 회의, 1차 보안, 전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으니 향

후 대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설계 시 고려해 볼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공간 배치형태를 살펴보면 

일자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선배치는 분산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국내의 통합관제센터에 많은 면적이 할애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공간구조

와 동선을 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유공간의 형태는 운영실과 사무실이 공유되는 

구조, 운영실과 휴게실이 공유되는 구조, 그리고 종합관제실과 회의실이 공유되는 구조의 사례가 조

사되었다. 

셋째, 현재 국내의 통합관제센터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획일적인 형태나 구조, 실내 환

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아래 <그림 3>과 같이 원심형, 분산형 등 책

상의 배치 뿐 아니라 복층의 사용, 공간연계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평면 배치나 구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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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 해외 통합관제센터의 모습

센터의 화재나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미끄럼방지나 인화방지 기준이 적용된 마감재를 사용하고 소음 

방지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직접조명 및 간접조명을 적절히 사용하고 

조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무자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입좌식이나 높이 조절가

능한 워크스테이션을 구비하고 이들의 잦은 피로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구나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센터 내에서 상황판 뿐 아니라 운영실, 회의실의 내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

각적 개방감이 확보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의 배치 또한 중요하다. 뿐만 아

니라 흡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내부 소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실 뿐 아니라 운영실

이나 회의실도 별도의 온습도 관리 장치가 있어야 한다.  

통합관제센터는 물리적 환경의 면적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24시간 가동되는 업무 특성과 치안 및 

보안의 도시 시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간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관제센터는 기존의 일반적인 업무공간

과 다르게 급박한 상황 대응과 업무처리가 필요한 만큼 관제센터에 최적화된 별도의 설계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간공학과 사용자 중심 설계가 적용된 디자인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ISO1106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례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건축면적이 여

유 있는 해외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 무리인 부분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최적화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6-2.� 시사점�및�향후�연구�

본 연구는 실내디자인 연구 분야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

시함으로써 향후 더 나은 통합관제센터를 계획할 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조

사대상의 사례 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추후 사용자 인터뷰나 공간 사용성 평가 분석 등을 

통해 사례분석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모니터링 실내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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