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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5 기준>

직위 성명 전화번호 직급 성명 전화번호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범죄예방 146 속초시 대포동 898 외 59개소 해맞이공원 앞 외 59개소 속초경찰서 상황실 행정 7급 이연숙 033-639-2136

27 속초시 중앙로 183(속초시청) 외 7개소 시청 청사 본관(내.외부) 및 주차장 외 7개소 자치행정과 사무실 행정 7급 김희준 033-639-2231

4 속초시 중앙로 183(속초시청 기록관전산실) 기록관전산실 문서통신(기록관전산실) 전산 7급 박보영 033-639-2134

1 속초시 설악동 27-4 설악동 온천배수지 설악동개발팀 사무실 시설 7급 박용문 033-639-2077

7 속초시 동해도로 3664(대포동 178-4) 관광안내소 내·외부 및 화장실 입구 관광안내소 사무실 사무운영 7급 박명숙 033-639-2539

3 속초시 조양동 1450-143 외 2개소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 화장실 외 1개소 행정지원센터 관리사무실 시설 6급 함진식 033-639-2027 대건정보통신 대표 김정팔 033-637-6800

1 속초시 조양동 1559-9 요트계류시설운영 관리 해양수산과 사무실 시설 6급 함진식 033-639-2027 보배ESC 이사 지동욱 033-631-2004

3 속초시 조양동 선사유적지 선사유적지 내∙외부 문화체육과 사무실 학예연구사 박찬웅 033-639-2958

2 속초시 동해대로 4229 생활체육관 내.외부 생활체육관 내 사무실 행정 8급 김연화 033-639-2130

4 속초시 청호동 1028 아트플랫폼 갯배 사무실 15일 아트플랫폼 갯배 관리사무실 행정 8급 윤선주 033-639-2255 ㈜에스원 직원 김세희 033-636-3855

범죄예방 51 속초시 교동 944 외 26개소 농아인협회 앞 놀이공원 외 26개소 속초경찰서 상황실 복지 7급 김종수 033-639-2688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 속초시 수복로 46 평생교육문화센터 내.외부 평생교육문화센터 사무실 공업 7급 정창범 033-639-2955 (주)에스원 직원 근무자 033-636-3855

16 속초시 농공단지1길 4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입구 및 내부 30일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2층 행정 9급 김주형 033-639-2376 KT텔레캅 직원 노광혁 1588-0112

대건정보통신 대표 김정팔 033-637-6800

보배ESC 이사 지동욱 033-631-2004

14 속초시 장사동 548-14도 외 13개소 3중계펌프 외 13개소 / 재난재해(지진해일) 7일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보배ESC 이사 지동욱 033-631-2004

2 속초시 노학동 978 적설계 관측 / 적설 관측 - 대건정보통신 대표 김정팔 033-637-6800

4 속초시 청호동 활복장 외 3개소 청호동 해변(지진해일) 외 3개소 / 재난재해 - 공업 8급 안영수 033-639-2269 ㈜비전테크 대표 이길용 033-375-2047

교통과 교통단속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7 속초시 동명동 450-1(법원사거리) 외 36개소 법원사거리 사방 외 35개소 24시간 30일 교통과 상황실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교통과장 손용욱 033-639-2390 행정 6급 이희재 033-639-2187 ㈜화창기업 대표 김천수 033-637-8500

해양수산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설악금강대교로 151 갯배매표소 매표확인및 이용객 계수확인 24시간 30일 해양수산과 사무실 정보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수산정책담당 한희수 033-639-2731 사무운영 7급 심증미 033-639-2734

범죄예방 37 속초시 노학동 943-4(공영빌라 앞) 외 36개소 공영빌라앞 쓰레기집하장 외 36개소 / 쓰레기무단투기감시 5일 행정 9급 이보미 033-639-2930 보배ESC 대표 지동욱 033-631-200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속초시 장사동 418 외1필지 1개소 영랑호 생태피난처 습지 외 1개소 30일 행정 8급 박지훈 033-639-2808 ㈜텔레비트 직원 김진해 055-756-2199

14 중앙동 503-152 외 3개소 금호동 주민센터 뒤편 일원  외 3개소 시설 9급 이수경 033-639-3767 ㈜화창기업 대표 김천수 033-637-8500

68 속초시 영랑동 588(반야어린이집) 외 17개소 청호초등학교 외 17개소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6 속초시 노학동 산463-4(목우재터널) 외 3개소 목우재터널 반경 50m 외 3개소 건설과 사무실

8 속초시 노학동 산337번지(자생식물원 일원)  설악산자생식물원 내 8개소 24시간 30일 자생식물원 사무실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녹지 7급 김재권 033-639-2424

5 속초시 도문동 산321 외 4개소 산불감시 5개소 / 산불감시 24시간 7일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녹지 8급 우희원 033-639-2038

범죄예방 13 속초시 대포동 856-4 외 4개소 설악해맞이공원 외 4개소 24시간 30일 속초경찰서 상황실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녹지 7급 이상민 033-639-2422

보  건  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1 속초시 수복로 외 1개소 보건소 청사 내.외부 1개소 24시간 30일 보건소 사무실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보건소장 이종필 033-639-2549 의료기술 6급 변영관 033-639-2550 (주)에스원 직원 정의경 033-636-3855

27 속초시 조양동 817 외 4개소 설비동 내.외부 외 4개소 / 상수원보호(비공개장소)

6 속초시 노학동 산1-1(학사평정수장) 외 2개소 학사평정수장 외 2개소 / 상수원보호(비공개장소)

11 사업소 부지내(해오름로 99) 하수처리장 시설 / 하수원보호(비공개장소) 24시간 20일 제어실 공업 7급 박상엽 033-639-2938

9 음식물처리장(해오름로 99) 음식물처리장 시설 / 하수원보호(비공개장소) 24시간 20일 음식물처리장 제어실 전기운영 7급 차민철 033-639-3770

9 제1중계펌프장(조양동 1034-8번지) 외 3개소 펌프장 시설 / 하수원보호(비공개장소) 24시간 20일 해당 중계펌프장 공업 7급 홍기수 033-639-2691

2 속초시 교동 674-37 청초천(수위감시 1) / 수위 관측 24시간 - 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수시 모니터링 시설 8급 최종환 033-639-2235 보배ESC 이사 지동욱 033-631-2004

시립박물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6 속초시 노학동 신흥2길 16 외 2개소 박물관 전시실  내.외부 외 2개소 24시간 30일 시립박물관 경비실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시립박물관장 김영일 033-639-2971 열관리운영 6급 임병준 033-639-2975 대건정보통신 대표 김정팔 033-637-6800

3 매립장 청사 외부 등 3개소 / 매립시설 관리 환경자원사업소 사무실

26 소각장 청사 내,외부 등 26개소 / 소각시설 관리 소각장 사무실

16 주민편익시설 내,외부 등 16개소 / 주민편익시설 관리 주민편익시설 사무실

2 재활용선별장 내,외부 등 2개소 /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재활용선별장 사무실

31 속초시 조양로 89 외부주차장, 도서관 및 체육센터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내 도서체육센터(중앙제어감시실) 공업 9급 조성민 033-639-3715

6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6-15 출입구, 주차장, 1층현관, 2층도서관 내부, 3층도서관 내부, 옥탑계단 도서관 3층 시스템통제소 사서 8급 문대일 033-639-3721

17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 92 종합경기장 시설물 내외부 20일 종합경기장 전산실 일반직 6급 송길원 033-630-6216

15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 14 청소년수련관 건물 내외부, 풋살경기장 외부 14일 체육청소년팀 사무실

11 속초시 교동 산231-1번지(만리공원 내) 만리공원 내부 20일 체육청소년팀 사무실 KT텔레캅 영업팀 정준수 1588-0112

46 속초시 이목리 194 장묘시설 내외부 화장장 기계실, 사무실 일반직5급 박인숙 033-630-622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4 대포항 공영주차장 주차장 내부 각 주차부스

일반직5급 동창희 033-630-6231

팀장 김완수

(주)에스원 팀장 김완수 033-636-3855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5급 우윤택 033-630-624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주)에스원 033-636-3855

24시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10일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강전업

30일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대형주차장 관리사무실

033-630-6200

시설 7급

일자리경제과

122 속초시 금호동 488-408 외 1개소 속초관광수산시장대형주차장 외 1개소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30일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24시간 30일

24시간

30일

24시간

담 당 자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일자리경제과장

처리방법촬영시간

문화체육과

자체관리

속초시체육회 위탁관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장봉주 033-639-2370

황병록 033-639-236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정순희 033-639-2530

김대홍 033-639-2208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

자체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033-639-2210

033-639-2704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자체관리

자체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자체관리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설치근거

부서(기관)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대수 설치위치 보유기간 보관장소
유 지 보 수

촬영범위

자치행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4시간 30일

안전총괄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4시간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환경위생과 사무실

건설도시과

범죄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환경위생과

속초경찰서 상황실

책 임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0일24시간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봉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4시간

교육청소년과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033-639-2401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033-639-2340

033-639-2757방재안전 8급 이성근

자체관리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24시간 30일

033-639-2985 자체관리상수도사업소장상수도사업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4시간 30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자체관리

공원녹지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상수도사업소 제어실

환경자원사업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속초시 대포동 방축길 60

자체관리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속초시하수도사업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033-639-2561

033-639-3712

24시간

보배ESC

자체관리공원녹지과장 이성린 033-639-2650

지동욱 033-631-2004이사도서체육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4시간 30일 김영숙도서체육센터소장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자체관리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033-639-2406

행정 9급 송지훈 033-639-2019

강형득

기계7급 이오성 033-639-2577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033-639-2749

033-639-2408 공업 6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9 조양동 1463-10 캠핑장 내부 캠핑장 관리동 보관처리 ADT캡스 _ 최진환 1800-6400

일반직5급 동창희 033-630-623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4시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033-630-6200

30일

정보 저장 및 수시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