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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일   자 개  정  내  용 비고

1 2017.04.05. 제정 발췌제정

2 2018.04.16.
◇ CCTV 총 대수 증가(927대→1,177대)

◇ 제5항 수탁업체 변경
개정

3 2019.04.15.
◇ CCTV 총 대수 증가(1,177대→1,712대)

◇ 제5항 수탁업체 변경
개정

4 2020.05.25.
◇ CCTV 총 대수 증가(1,712대→2,301대)

◇ 제5항 수탁업체 변경
개정

5 2021.06.14.
◇ CCTV 총 대수 증가(2,301대→2,813대)

◇ 제5항 수탁업체 변경
개정

6 2022.06.00.

◇ CCTV 총 대수 증가(2,813대→3,077대)

◇ 제5항 수탁업체 변경

◇ 제1항, 제4항, 제6항 내용 수정 

개정



2022년 여주시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여주시청은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여주시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여주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ㅇ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ㅇ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ㅇ 붙임 참조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ㅇ 붙임 참조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ㅇ 촬영시간 : 24시간

  ㅇ 보관기간 : 붙임 참조

  ㅇ 보관장소 : 붙임 참조

  ㅇ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

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

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여주시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수탁업체 담당부서 연락처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통합관제
㈜영진산업개발 통합관제팀 031-887-3384

도시안전정보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새눈 통합관제팀 031-887-3382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드림정보통신 재난대응팀 031-887-2553

여주시립도서관 

CCTV 유지관리
정우통신 여주도서관팀 031-887-3312

여성회관 CCTV 

유지관리
드림정보통신 교육시설팀 031-887-3592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ㅇ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여주시청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ㅇ 확인 장소 : 붙임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의 확인은 민원인 

본인이 촬영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타인 또는 

사물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별도 민원 신청이 필요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여주시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여주시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

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청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

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7년 04월 05일에 여주시 

홍보감사담당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

정하였으며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공지일자 : 2022년 6월 00일 / 시행일자 : 2022년 6월 00일



법령상 설치목적 내용상 설치목적 개소 대수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보호책임자 연락처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보유기간 보관 및 확인장소 비고

3개 목적 74개 세부분류 890     3,077   35개 부서

범죄예방 및 수사 범죄 예방 및 수사 599      1,997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통합관제팀 031-887-3383 주변 100m 이내 24시간 30일이내 도시안전정보센터

범죄예방 및 수사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44       44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청소행정팀 031-887-2454 주변 100m 이내 24시간 30일이내 자원순환과

범죄예방 및 수사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27       27      가남읍 가남읍장 총무팀 031-887-3832 주변 100m 이내 24시간 30일이내 가남읍사무소

교통단속 주정차단속(방범 포함) 36       142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통합관제팀 031-887-3383 주변 100m 이내 24시간 30일이내 도시안전정보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여주시청 시설안전(청사방호) 1        2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팀 031-887-2044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여주시청 당직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시장실 시설안전 1        4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팀 031-887-2044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시장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별관 발간실 시설안전 1        1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팀 031-887-2044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별간 발간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여흥동행복마을관리소 시설안전 1        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팀 031-887-2617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여흥동행복마을관리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중앙동행복마을관리소 시설안전 1        2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팀 031-887-2617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중앙동행복마을관리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행복민원과사무실 시설안전 1        4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장 민원행정팀 031-887-2146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행복민원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여주시청 시설안전 1        3       회계과 회계과장 청사관리팀 031-887-2986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회계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공용차량차고지 시설안전 1        3       회계과 회계과장 재산관리팀 031-887-2975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종합운동장(기사대기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상동부설주차장 시설안전 1        3       회계과 회계과장 재산관리팀 031-887-2975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회계과 관용차량관리실(상동)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복지행정과사무실 시설안전 1        2       복지행정과 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팀 031-887-2214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복지행정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안전 1        8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팀 031-887-2218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여성가족과(다함께돌봄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아동학대조사상담실 시설안전 1        2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팀 031-887-2607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여성가족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청소년상담시설 시설안전 1        11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청소년팀 031-887-2586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여성가족과(청소년상담시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문화재 시설안전 12       5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문화재팀 031-887-3566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문화예술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여주박물관 시설안전 1        37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여주박물관팀 031-887-3582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여주박물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폰박물관 시설안전 1        12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폰박물관팀 031-887-3547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폰박물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구 경기실크 시설안전 1        5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팀 031-887-2065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문화예술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황포돛배 시설안전 1        12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 관광진흥팀 031-887-2067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황포돛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도자문화센터 시설안전 1        15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 도예팀 031-887-228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관광체육과(도자문화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북내실내체육관 시설안전 1        14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팀 031-887-297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관광체육과(북내실내체육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퍼블릭마켓 시설안전 1        12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 도예팀 031-8087-2517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관광체육과(퍼블릭마켓)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시설안전 1        1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경제정책팀 031-887-2274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생활문화전시관 여주두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여성회관 시설안전 1        26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교육시설팀 031-887-359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여성회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여주도서관 시설안전 1        46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여주도서관팀 031-887-331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여주도서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점동도서관 시설안전 1        20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세종도서관팀 031-887-3327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점동도서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기적의도서관 시설안전 2        13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세종도서관팀 031-887-296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여주기적의도서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금사도서관 시설안전 1        7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세종도서관팀 031-887-3390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금사도서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대신도서관 시설안전 1        26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여주도서관팀 031-887-3361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대신도서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산북도서관 시설안전 1        5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세종도서관팀 031-887-3316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산북작은도서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북내도서관 시설안전 1        7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여주도서관팀 031-887-3317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북내작은도서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재난안전관리 27       27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재난대응팀 031-887-255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여주시청 재난상황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도시안전정보센터 시설안전 1        10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통합관제팀 031-887-3384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도시안전정보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농어촌쓰레기매립장 시설안전 1        24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자원재생팀 031-887-2781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농어촌쓰레기매립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도로 시설안전 9        9       건설과 건설과장 도로관리팀 031-887-2436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건설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하천둔치 시설안전 23       23      하천과 하천과장 시설관리팀 031-887-3107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하천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하천과사무실 시설안전 1        2       하천과 하천과장 하천행정팀 031-887-310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하천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안전 1        30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팀 031-887-2231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차량등록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황학산수목원 시설안전 1        35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 수목원팀 031-887-274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황학산수목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금은모래강변공원 시설안전 1        24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팀 031-887-2604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금은모래강변공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보건소 시설안전 1        2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팀 031-887-360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보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치매안심센터 시설안전 1        8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팀 031-887-3685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치매안심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안전 1        4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지역보건팀 031-887-361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농촌테마공원 시설안전 1        20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T/F팀031-887-2340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여주농촌테마공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신륵사로컬푸드 시설안전 1        7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T/F팀031-887-2340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신륵사로컬푸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안전 1        5       축산과 축산과장 축산환경팀 031-887-2337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농업기술센터 시설안전 1        27      기술기획과 기술기획과장 지도기획팀 031-887-3707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농업기술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세종발효단지 시설안전 1        6       기술기획과 기술기획과장 생활자원팀 031-887-3717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세종발효단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과학영농기반시설 시설안전 1        8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작물환경팀 031-887-3722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기술보급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정수장 시설안전 10       43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상수관리팀 031-887-352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수도사업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하수처리장 시설안전 37       41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장 하수관리팀 031-887-3556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하수처리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가남읍사무소 시설안전 1        7       가남읍 가남읍장 총무팀 031-887-383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가남읍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점동면사무소 시설안전 1        1       점동면 점동면장 총무팀 031-887-381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점동면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세종대왕면사무소 시설안전 1        5       세종대왕면 세종대왕면장 총무팀 031-887-3856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세종대왕면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세종대왕복지회관 시설안전 1        11      세종대왕면 세종대왕면장 총무팀 031-887-3856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세종대왕복지회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세종대왕재활용선별장 시설안전 1        2       세종대왕면 세종대왕면장 총무팀 031-887-3856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세종대왕재활용선별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흥천면사무소 시설안전 1        4       흥천면 흥천면장 총무팀 031-887-3875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흥천면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흥천문화복지센터 시설안전 1        5       흥천면 흥천면장 총무팀 031-887-3875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흥천문화복지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금사면사무소 시설안전 1        1       금사면 금사면장 총무팀 031-887-389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금사면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금사주민자치센터 시설안전 1        5       금사면 금사면장 총무팀 031-887-389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금사주민자치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이포권역행복센터 시설안전 1        16      금사면 금사면장 총무팀 031-887-389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이포권역행복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산북면사무소 시설안전 1        1       산북면 산북면장 총무팀 031-887-3912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산북면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산북체육공원 시설안전 1        2       산북면 산북면장 총무팀 031-887-3912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산북체육공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대신면사무소 시설안전 1        6       대신면 대신면장 총무팀 031-887-393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대신면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대신체육공원 시설안전 1        7       대신면 대신면장 총무팀 031-887-393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대신체육공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대신문화복지센터 시설안전 1        7       대신면 대신면장 총무팀 031-887-393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대신문화복지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북내면사무소 시설안전 1        1       북내면 북내면장 총무팀 031-887-395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북내면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북내체육공원 시설안전 1        3       북내면 북내면장 총무팀 031-887-395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북내체육공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강천면사무소 시설안전 1        2       강천면 강천면장 총무팀 031-887-3982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강천면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여흥동사무소 시설안전 1        7       여흥동 여흥동장 총무팀 031-887-376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여흥동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중앙동사무소 시설안전 1        18      중앙동 중앙동장 총무팀 031-887-3414 시설 내외부 24시간 90일이내 중앙동사무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오학동사무소 시설안전 1        26      오학동 오학동장 총무팀 031-887-3973 시설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오학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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