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복지도시 3-1-7

 안심 화장실 도입

사업구분 임기 내 신규 총사업비 419백만원

❏ 사업개요   

○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사회적 이슈화

○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시스템서비스와 연계한 상시 ㆍ 지속 점검체계 구

축

     - 불법촬영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인계하여 신속 수사와 엄중 처리 

❏ 목    표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원천 차단과 범죄 ㆍ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는 시스템 구축으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 구현

○ 민선 7기 임기 내 사업추진

❏ 그간 추진 현황

○ 2017. 9. ~ : 105개소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ㆍ 운영

                 (각 지역경찰서 112상황실 연동)

  ○ 2017. ~ 2018. :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예방 합동 점검 2회 추진

   - 점검 반원 : 각 구청 환경녹지과, 경찰서 9명

   - 장비 현황 : 보유장비 없음(경찰서 보유 장비 활용)

   - 점검 결과 

   · 1차 : 조사대상 23개소, 불법촬영 발견 화장실 수 0개소

   · 2차 : 조사대상 30개소, 불법촬영 발견 화장실 수 0개소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후 나타난 문제점

   · 공중화장실 점검에 따른 장비와 인력 확보 시급

    ▷ 여성화장실 등은 출입의 제한으로 상시 점검을 위한 여성 인력 확보 

    ▷ 점검과정에서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 소지

   · 불법촬영은 육안 단속 불가능 : 탐지 카메라 필요

    ▷ 전자파 + 렌즈 : 대당 약 120만원 구입비 예상

    ▷ 설치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유지비 지속 발생 



❏ 추진 계획

○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시스템서비스와 연계한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시스템 서비스 운영 현황 : 105개소 

    -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시스템 장비 점검 인력 활용

     · 현재 상·하반기 연 2회 점검 중이나 불법촬영단속시스템 가동 

시 연 6회 이상 단속과 점검 실시 

    - 불법촬영 단속 시 구비해야하는 장비는 서비스업체 보유 장비 활용

     · 최초 투입되는 장비 구입 예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비 수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유지 비용 절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시스템

운영중인
서비스의
내실화

공중화장실불법촬영
단속시스템

계획수립및
예산편성

용역 발주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6 ‘19 ‘20 ‘21 ‘22.6 임기후
419 58 58 101 101 101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시스템

국비
도비 22 22
시비 288 22 44 74 74 74
기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국비
도비
시비 109 14 14 27 27 27
기타

❏ 타 기관 협조사항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후 후속처리 권한(수사권 등) 

부재에 따른 경찰과의 상시 공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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