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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타인의 영상 및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는 알아볼 수 없는 형태(모자이크 등)로 처리하여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공통서류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

정보주체가 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정보주체의 대리인이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제1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 hwp 다운로드  위임장 서식 hwp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신청

1. 공통서류 첨부하여 청구

2.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직접 방문 신청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1.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공통서류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안전총괄과 방문

2.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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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

물)·복제물

시청 복제 시청·청취 복제

부가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방침 > 무안군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 열람 절차 안

내

무안군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 열람 절차 안내

(http://www.muan.go.kr)

/www/operation_guide
/www/operation_guide/protection_cctv
/www/operation_guide/protection_cctv/reading_procedure
/contents/31406/bill_verification_2021.hwp
/contents/31406/procuratory_form_2021.hwp
http://www.open.go.kr


녹화테이

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

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

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

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

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

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 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

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마

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 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

물)·복제물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수수료 감면사유 해당 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사건·사고

사건, 사고,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타인 혹은 타인의 차량 영상 등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접수 후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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