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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 2(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부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한다.

단속시간 및 대상

단속시간 : 1구간 : 08:00 ~ 18:00, 2구간 : 07:00 ~ 22:00, 3구간 : 08:00 ~ 22:00

단속대상 : 주차금지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 (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구간 연번 위치 설치장소

1구간

1 무안읍 무안읍 성남리 6-3 목포수협무안지점 앞

2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778 불무공원 회전교차로

3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73-2 농협은행 무안군지부 앞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06 국민은행 ~ 신한은행 사거리

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98 남악우체국 ~ 뚜레주르 사거리

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20 오룡초등학교 앞

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98 남악아이파크아파트 앞

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82 하나내과 ~ 세븐일레븐 사거리

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40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

10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56 맥도날드 남악DT점

1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22 전문건설회관 앞

자주하는질문과 답변

주정차위반안내 단속법규 단속처리절차

의견진술절차 안내 이의제기절차 안내 과태료납부 안내 과태료감경제도 안내

분야별 정보 > 교통정보 > 불법주정차 단속 > 주정차위반 > 무인(CCTV)단속지역

주정차위반

무인(CCTV)단속지역

주정차위반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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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1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22 전문건설회관 앞

1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22 에드가 5차 앞

3구간

1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46
남악 롯데아울렛 ~ 스카이 웨딩

컨벤션 사거리

1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46 남악 롯데아울렛 ~ 남도 소리울림터 후문 사거리

구간 연번 위치 설치장소

과태료 금액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8만원)

승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 5만원(9만원)

()안의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 부과되는 금액임

업무처리

1. CCTV 단속촬영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의견진술 미수용시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의의제기 : 주소지관할 법원 통보 후 과태료 재판/결과통보 (관할법원) - 기각(납부),채택(면제)

의견진술 수용시 : 과태료면제 (사전통지서 기간내)

4. 과태료 체납

5. 자동차 압류

6. 압류의 해제신청

7. 압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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