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대수 촬영범위
123대 각 주요 교차로 100m 이내

연번 설치위치 주 소 연번 설치위치 주 소

1 백운광장 남구 백운동 1287-2 2 남광주사거리 동구 학동 55-147
3 조대입구사거리 동구 서석동 435-3 4 산수오거리 동구 산수동 540-17
5 서방사거리 북구 풍향동 605-1 6 전대입구사거리 북구 신안동 237-6
7 광주역 북구 신안동 162-1 8 동운고가(하남로입구) 북구 운암동 1619
9 농성광장 서구 농성동 671-2 10 돌고개사거리 남구 월산동 901-1
11 양유교 북구 유동 57-71 12 유동사거리 북구 유동 40
13 독립로사거리 동구 누문동 134-1 14 금남로4가사거리 금남로4가 133-10
15 문화광장사거리 동구 금남로1가 12-7 16 장동사거리 동구 장동 58-73
17 중외공원 북구 운암동 180-1 18 운암사거리 북구 운암동 99
19 광천사거리 서구 광천동 39-2 20 천교사거리 서구 양동 113-15
21 대성초교사거리 남구 서동 65-53 22 중앙대교사거리 동구 호남동 27
23 중앙초교사거리 동구 대인동 183-1 24 계림오거리 동구 동명동 265-5
25 계림초교사거리 동구 계림동 85-23 26 광주공항삼거리 광산구 신촌동 687-1
27 광주대입구사거리 남구 진월동 519-4 28 문화사거리 북구 각화동 495-2
29 북구청앞 북구 용종동 239-2 30 대인광장 동구 대인동 4-2
31 대성여고입구삼거리 남구 진월동 250-3 32 양림주공사거리 남구 방림1동 358-1
33 운진각사거리 남구 월산동 986-2 34 동배마을 북구 임동 95-24
35 임동오거리 북구 임동 95-24 36 쌍촌역사거리 서구 내방동 840-83
37 효죽사거리 북구 두암2동 881-11 38 학동삼거리 동구 학동 664-32
39 주월PB 남구 주월동 25-26 40 흑석사거리 광산구 흑석동 538
41 염주체육관사거리 서구 화정동 400-28 42 운천사거리 서구 쌍촌동 975-34
43 하남9번로입구삼거리 광산구 도천동 380-11 44 북부서사거리 북구 용봉동 1425-2
45 영광통사거리 광산구 송정동 833-1 46 월드컵경기장삼거리 서구 화정동 421-4
47 풍금사거리 서구 금호동 793-3 48 광산IC사거리 광산구 비아동 65-16
49 산월IC 광산구 수완동 14-1 50 석곡PB 북구 망월동 685-1

광주광역시 교통정보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본 교통정보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교통정보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교통정보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교통관제 CCTV



51 운암6단지 광산구 운남동 501-14 52 각화사거리 북구 각화동 224-3
53 계수마을사거리 서구 유촌동 869 54 원광대한방병원사거리 남구 주월동 541-13
55 상록회관사거리 서구 농성동 273-3 56 풍암IC 서구 매월동 119
57 송암고가 남구 송하동 161-4 58 서창 IC 서구 벽진동 178-35
59 광주경찰청입구사거리 광산구 운수동 산233-11 60 신가지구입구사거리 광산구 신가동 729
61 상무한국은행사거리 서구 치평동 1188-5 62 예술고입구사거리 북구 운암동 1055-5
63 동림IC 북구 동림동 145-3 64 상무교차로 광산구 우산동 706
65 용산IC 남구 봉선동 90-6 66 지원(소태)IC 동구 소태동 695-4
67 첨단과학고 북구 오룡동 1110-9 68 양산지구사거리 북구 양산동 246-15
69 일곡지구사거리 북구 일곡동 839-6 70 매일유업사거리 광산구 운수동 233-1
71 풍암저수지앞 서구 풍암동 858-1 72 수완골옷교앞 광산구 수완동 672-25
73 지평교차로 광산구 지평동 760-30 74 호남대캠퍼스 광산구 서봉동 90-7
75 내남동입구 동구 내남동 50 76 평동산단4번로사거리 광산구 월전동 913-2
77 송정유림마을입구 광산구 유계동 607-1 78 송정사랑병원사거리 광산구 송정동 895-3
79 하남부영아파트사거리 광산구 하남동 산 85-7 80 운남삼성아파트사거리 광산구 운남동 387-28
81 수완성덕교사거리 광산구 수완동 987 82 하남산단6번로사거리 광산구 오선동 275
83 첨단고가밑사거리 광산구 도청동 124-56 84 첨단우편집중국사거리 광산구 쌍암동 691
85 양산우체국사거리 북구 연제동 570-1 86 북촌산단사거리 북구 양산동 610-17
87 일곡교차로 북구 일곡동 47-14 88 오치사거리 북구 오치동 999
89 문흥육교 북구 문흥동 471-14 90 월출교차로 북구 용전동 1142-20
91 신안교삼거리 북구 신안동 456-3 92 말바우사거리 북구 두암동 909
93 두암IC 북구 두암동 988 94 광천오거리 서구 농성동 452-5
95 상무역사거리 서구 마륵동 162-3 96 학운IC 동구 운림동 877
97 대촌교차로 남구 지석동 405-18 98 하남홈플러스앞사거리 광산구 하남동 739
99 김대중컨벤션역삼거리 서구 마륵동 171-11 100 첨단은혜학교앞사거리 북구 오룡동 1112
101 금호삼거리 서구 금호동 541-4 102 미래로21세기병원앞 남구 주월동 575
103 광주송정역 광산구 송정동 949-77 104 용산교차로 북구 용전동 754-8
105 오선교차로(6번로입구) 광산구 오선동 252-12 106 절골 광산구 운수동 159-1
107 운수IC(양지LPG충전소) 광산구 소촌동 산 98-50 108 본덕교차로 광산구 유계동 1086-1
109 신우아파트사거리 남구 월산동 1058-2 110 무등경기장사거리 북구 운암동 428
111 도동고개삼거리 북구 장등동 산300-1 112 첨단과학기술원후문사거리 북구 오륭동 949-2
113 동구청오거리 동구 서석동 139 114 신너릿재 입구(광주방향) 동구 선교동 486
115 빛고을CC사거리 남구 노대동 381-1 116 북부경찰서사거리 북구 오치동 763-3
117 첨단우리은행사거리 광산구 월계동 854 118 무각사삼거리(상무지구) 서구 치평동 1226
119 무진대로(유덕교~유덕IC) 서구 덕흥동 41-9 120 서광주역사거리 서구 매월동 276
121 금호동 CBS사거리 서구 금호동 744 122 용두교차로 북구 용두동 1019-28
123 신용교차로 북구 신용동 641-2

설치대수 촬영범위
47대 각 주요 교차로 20m 이내

연번 설치위치 주 소 연번 설치위치 주 소
1 백운광장 남구 백운동 1287-2 2 남광주사거리 동구 학동 55-147
3 대인광장 동구 대인동 4-2 4 운진각사거리 남구 월산동 986-2

○ 교차로 소통정보수집 CCTV



5 염주체육관사거리 서구 화정동 400-28 6 영광통사거리 광산구 송정동 833-1
7 문화사거리 북구 각화동 495-2 8 운암6단지 광산구 운남동 501-14
9 계수마을사거리 서구 유촌동 869 10 풍암IC 서구 매월동 119
11 서창 IC 서구 벽진동 178-35 12 양산지구사거리 북구 양산동 246-15
13 일곡지구사거리 북구 일곡동 839-6 14 신안교삼거리 북구 신안동 456-3
15 말바우사거리 북구 두암동 909 16 전대교차로 북구 신안동 237-6
17 중외공원교차로 북구 운암동 180-1 18 목련교차로 광산구 운남동 387-28
19 광천교차로 서구 광천동 39-2 20 광주공항교차로 광산구 신촌동 687-1
21 북구청교차로 북구 용봉동 239-2 22 상무역교차로 서구 마륵동 162-3
23 광산IC교차로 광산구 비아동 65-16 24 한국은행교차로 서구 치평동 1188-5
25 상록회관교차로 서구 농성동 273-3 26 용산IC교차로 남구 봉선동 90-6
27 매일유업교차로 광산구 운수동 233-1 28 연제교차로 북구 연제동 570-1
29 농성광장교차로 서구 농성동 671-2 30 미래로21병원교차로 남구 주월동 575
31 수완골웃교교차로 광산구 수완동 672-25 32 무등경기장교차로 북구 운암동 428
33 도동고개교차로 북구 장등동 산300-1 34 과학기술원후문교차로 북구 오륭동 949-2
35 동구청교차로 동구 서석동 139 36 북부서교차로 북구 오치동 763-3
37 일곡교차로 북구 일곡동 47-14 38 광천1교교차로 북구 일곡동 47-14
39 광주역교차로 북구 신안동 162-1 40 임동교차로 북구 임동 95-24
41 원광대한방병원교차로 남구 주월동 541-13 42 하남부영아파트교차로 광산구 하남동 산 85-7
43 하남홈플러스앞교차로 광산구 하남동 739 44 첨단보훈병원교차로 광산구 산월동 853-20
45 효덕IC교차로 남구 진월동 519-4 46 운암교차로 북구 운암동 99
47 무진대로 서구 덕흥동 41-9

설치대수 촬영범위(검지방면으로)
42대 검지방면 100m 이내(센터 영상저장 기능 없음)

연번 설치위치 주 소 검지방면
1 계수교차로 서구 유촌동  247 우석IC방향
2 계수교차로 서구 유촌동 247 시청방향
3 어등대교 광산구 우산동 535-4 시청방향
4 어등대교 광산구 우산동 535-4 광주여대방향
5 김대중컨벤션3R 서구 치평동 1294-29 공항방향
6 김대중컨벤션3R 서구 마륵동 170-40 시청방향
7 월정교차로 장성군 남면 월정리 513-6 담양방향
8 월정교차로 장성군 남면 월정리 512-11 운수IC방향
9 공항입구 광산구 신촌동 682-55 송정역방향
10 공항입구 광산구 신촌동 682-29 시청방향
11 지정교차로 광산구 지평동 406-3 광주공항 방향
12 지정교차로 광산구 지평동 406-3 영광방향
13 오선IC교 광산구 오선동 252-15 시청 방향
14 오선IC교 광산구 운수동 산202-10 담양 방향
15 절골VMS 광산구 운수동 산202-10 담양 방향
16 절골VMS 광산구 운수동 산202-10 시청 방향
17 무진로끝VMS 광산구 소촌동 산98-50 시청 방향
18 무진로끝VMS 광산구 소촌동 산98-50　 운수IC 방향
19 광주여대앞 광산구 산정동 산105-19 시청 방향

○ 돌발 카메라



20 광주여대앞 광산구 산정동 산105-19　 운수IC 방향
21 용두마을입구 서구 용두동 749-8 나주 방향
22 용두마을입구 서구 용두동 749-8 풍암지구 방향
23 광신대교 광산구 신가동 90-2 시청방향
24 광신대교 광산구 신가동 200-257 하남방향
25 우석교차로 서구 동천동 126 동림IC 방향
26 우석교차로 서구 동천동 126 계수교차로 방향
27 동배교인근 북구 동림동 916-18 시청방향
28 동배교인근 북구 동림동 916-18 동림IC방향
29 동림IC 북구 동림동 145-5 계수교차로 방향
30 동림IC 북구 동림동 145-5 동림IC방향
31 지야대교인근 북구 지야동 770-13 시청방향
32 지야대교인근 북구 지야동 768-12 담양방향
33 상무주공아파트 서구 유천동 870 시청방향
34 상무주공아파트 서구 쌍촌동 1336 터미널방향
35 기아자동차입구삼거리 서구 내방동 670-1 시청방향
36 기아자동차입구삼거리 서구 내방동 670-1 터미널방향
37 쌍촌역사거리 서구 쌍촌동 1006 시청방향
38 쌍촌역사거리 서구 쌍촌동 1006 화정역방향
39 신안사거리 북구 신안동 268 시청방향
40 신안사거리 북구 신안동 268 광주역방향
41 전대입구사거리 북구 신안동 217 시청방향
42 전대입구사거리 북구 신안동 217 전남대방향

설치대수 촬영범위(검지방면으로)
69대 검지방면 20m 이내(센터 영상저장 기능 없음)

연번 설치위치 주 소 검지방면
1 전대입구사거리#01 북구 신안동 217 전남대학교 방면
2 전대입구사거리#02 북구 신안동 217 경신여고 방면
3 전대입구사거리#03 북구 신안동 217 광주역 후문 방면
4 전대입구사거리#04 북구 신안동 217 신안사거리 방면
5 금호지구입구사거리#01 서구 쌍촌동 1262 광주시청 방면
6 금호지구입구사거리#02 서구 쌍촌동 1262 백석산 방면
7 금호지구입구사거리#03 서구 쌍촌동 1262 치평중학교 방면
8 금호지구입구사거리#04 서구 쌍촌동 1262 금호지구 방면
9 말바우사거리#01 북구 두암동 909 무등도서관 방면
10 말바우사거리#02 북구 두암동 909 동광대후문 방면
11 말바우사거리#03 북구 두암동 909 서방사거리 방면
12 말바우사거리#04 북구 두암동 909 북구청 방면
13 경신여고사거리#01 북구 운암동 99 신안교 방면
14 경신여고사거리#02 북구 운암동 99 동운고가 방면
15 북구청사거리#01 북구 중흥동 378-6 말바우시장 방면
16 북구청사거리#02 북구 중흥동 378-6 광주역 방면
17 북구청사거리#03 북구 중흥동 378-6 한전전남지사 방면
18 북구청사거리#04 북구 중흥동 378-6 전남사대부고 방면
19 문흥지구 교차로#01 북구 문흥동 1012 전남사대부고 방면
20 문흥지구 교차로#02 북구 문흥동 1012 말바우사거리 방면
21 문흥지구 교차로#03 북구 문흥동 1012 중흥삼거리 방면

○ 보행자검지기 카메라



22 문흥지구 교차로#04 북구 문흥동 1012 풍암지구 방향
23 전대의대앞교차로#01 동구 학동 994 동구청방면 방면
24 전대의대앞교차로#02 동구 학동 994 남광주역 방면
25 전대의대앞교차로#03 동구 학동 994 양림교 방면
26 산장입구사거리#01 동구 계림동 95-2 구시청 방면
27 산장입구사거리#02 동구 계림동 95-2 광주고 방면
28 산장입구사거리#03 동구 계림동 95-2 구시청 방면
29 학강교(남광주시장잎구)#01 동구 학동 61-8 남광주고가 방면
30 학강교(남광주시장잎구)#02 동구 학동 61-8 학강초교 방면
31 상무지구입구교차로#01 서구 쌍촌동 1006 공항 방면
32 상무지구입구교차로#02 서구 쌍촌동 1006 운천역 방면
33 상무지구입구교차로#03 서구 쌍촌동 1006 상무중 방면
34 상무지구입구교차로#04 서구 쌍촌동 1006 광주광역시청 방면
35 염주사거리#01 서구 화정동 863 화정남초 방면
36 염주사거리#02 서구 화정동 863 카톨릭평생교육원 방면
37 염주사거리#03 서구 화정동 863 염주체육관 방면
38 쌍촌역사거리#01 서구 내방동 843 버스터미널 방면
39 쌍촌역사거리#02 서구 내방동 843 농성교차로 방면
40 쌍촌역사거리#03 서구 내방동 843 상무지구 방면
41 쌍촌역사거리#04 서구 내방동 843 염주종합체육관 방면
42 흑석사거리#01 광산구 흑석동 산59-1 하남로입구교차로 방면
43 흑석사거리#02 광산구 흑석동 산59-1 장덕동 방면
44 흑석사거리#03 광산구 흑석동 산59-1 하남초 방면
45 흑석사거리#04 광산구 흑석동 산59-1 대반초 방면
46 광주송정역삼거리#01 광산구 송정동 1003-12 송광중 방면
47 광주송정역삼거리#02 광산구 송정동 1003-12 송정중 방면
48 광주송정역삼거리#03 광산구 송정동 1003-12 송정서초 방면
49 호남대캠퍼스사거리#01 광산구 서봉동 90-7 선운지구 방면
50 호남대캠퍼스사거리#02 광산구 서봉동 90-7 광주광산경찰서 방면
51 호남대캠퍼스사거리#03 광산구 서봉동 90-7 동명교 방면
52 어등초교 사거리#01 광산구 월곡동 635 목련교차로 방면
53 어등초교 사거리#02 광산구 월곡동 635 흑석사거리 방면
54 어등초교 사거리#03 광산구 월곡동 635 신가지구입구교차로 방면
55 어등초교 사거리#04 광산구 월곡동 635 광주수완병원 방면
56 대반초교 오거리#01 광산구 월곡동 312-18 금구중 방면
57 대반초교 오거리#02 광산구 월곡동 312-18 공항 방면
58 대반초교 오거리#03 광산구 월곡동 312-18 흑석사거리 방면
59 봉선쌍용 사거리#01 남구 봉선동 산99-3 남부경찰서 방면
60 봉선쌍용 사거리#02 남구 봉선동 산99-3 봉선우체국 방면
61 봉선쌍용 사거리#03 남구 봉선동 산99-3 백운교차로 방면
62 봉선쌍용 사거리#04 남구 봉선동 산99-3 불로공원 방면
63 대성초교 사거리#01 남구 서동 65-55 백운교차로 방면
64 대성초교 사거리#02 남구 서동 65-55 대성초교후문 방면
65 대성초교 사거리#03 남구 서동 65-55 월산동우체국 방면
66 대성초교 사거리#04 남구 서동 65-55 무진중학교 방면
67 봉선우체국 사거리#01 남구 봉선동 469-13 보선대화아파트 방면
68 봉선우체국 사거리#02 남구 봉선동 469-13 남부경찰서 방면
69 봉선우체국 사거리#03 남구 봉선동 469-13 봉선공원 방면



구분 소속 및 직위 관리대수 연락처
관리책임자(정) 광주경찰청 교통계장 교통관제용 123대

교차로감시용 45대
돌발카메라 42대

보행자검지기 69대

062) 609-2052
관리책임자(부) 광주경찰청 교통계 ITS 담당자 062) 609-2252

접근권한자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장(관제실) 062) 363-9988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약 30일
(돌발카메라, 보행자검지기 제외) 광주교통정보센터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
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보관 기간은 저장 용량에 따라 ±5일 정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이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
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광주경찰청 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2~3일 이내 확인이 가능합니
다.

○ 확인 장소
교통정보센터(062-363-9988)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
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교통정보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교통정보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디지털저장매체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
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
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
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8월 30일에 제정 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
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