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대수

1302

문화공보실

(죽서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문화공보실

(체육시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

전략사업실

(미로정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

전략사업실

(요트면허시험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에너지정책실

(신사업기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

에너지정책실

(신재생에너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총무과

(서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6

동안로540(미로정원)
미로정원 외부,

주차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미로정원 사무실

근덕면 덕산리 4-9

(요트조정면허시험장)

근덕면 덕산리 107-74 해양관광

레저스포츠센터

시험장건물,

계류장시설 전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해양관광레져스포츠센터

사무실

등봉태양광발전소

본관청사 28대,

중간주차장 2대

별관청사 16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50m이내

본관및별관 당직실
촬영일로부터

30일
24시간

본관 및 별관청사, 중간주차장

주변 20m내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죽서루(관리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촬영범위

30m이내

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

【 붙임자료 】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관련 등

죽서루 내

촬영시간

삼척체육관사무실

죽서루

삼척체육관 현관

및 후문

근덕면 부남리 664-5  1대

근덕면 동막리 6 3대

  삼척시 등봉동 312번지 등봉

100m이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제어실

삼척시 등봉동 312번지 등봉 태

양광발전소 내 3대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대수 촬영범위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촬영시간

복지정책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

사회복지과

(삼척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9

사회복지과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3

사회복지과

(공설묘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2

사회복지과

(원덕청소년문화의집)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0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0

환경보호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5

환경보호과 불법투기예방 10

관광정책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맹방해수욕장 화장실 2개소

관리동 1개소
화장실 부근, 관리동 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리동

원덕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내부, 주차장, 출입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사무실

(원덕청소년문화의집)

노인복지회관 시설내부, 주차장, 건물후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사무실

(노인복지회관)

사무실

(도계청소년장학센터)

묘지시설내 4대, 정문 1대

봉안당내부 1대

묘지시설내, 정문출입구

봉안당내부,화장실A동, B동, 정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공설묘지 사무실

중앙로 296

주민생황시지원과 상담실 1,
상담실 24시간

근덕면 초당길 276
주차장, 건물입구, 로비, 배양동내

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실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시장 1대, kt지사후문 3대,

통계청앞 4대, 강대후문 2대
쓰레기장 주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재난안전과

지하 1대, 1층 7대, 2층 2대,

3층 6대, 외부 3

지하탁구장, 1층 현관,노래방,DVD

실,PC방,문화정보실,휴게실,체육

관, 2층 복도,휴게실, 3층 복도, 과

학실1,2, 댄스연습실,음악실,휴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촬영일로부터

30일

지하주차장 및 계단, 1층 중앙현환

및 계단, 2층 복도, 계단, 정보검색

실, 3층 복도및 계단

상담실

사무실

(삼척청소년수련관)

지하 2대, 1층 3대, 2층 5대,

3층 3대
24시간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대수 촬영범위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촬영시간

관광정책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

자원개발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1

자원개발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63

재난안전과

(안전총괄) 재난안전관리
23

재난안전과

(방재)

   재난 상황감시 및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16

재난안전과

(안전도시)
범죄의 예방 20

삼척시 남양동 34-1 ,삼척시 당저동

42-2,삼척시 당저동 157-9,

삼척시 남양동 136

,삼척시 사직동 315-5

180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재난안전과

동굴신비관,근덕119지역대,미로

농협,가곡면사무소,상정교,풍곡

교,도경사거리, 풍곡리803-8,풍

곡리 801-3,동막리1780-172,황

조리 산159,상덕리 산1-4,번천

리 마을회관,근덕면 동막리

1780-1,동굴신비관 옥상, 상정

교, 내평계곡, 덕풍계곡

별관 앞 도로,죽서교 하천,덕산교

하천,미로1교 하천,가곡면사무소

앞 하천,상정교 하천,풍곡교 하천,

도경사거리 도로,덕풍계곡 하천,덕

풍계곡 하천,내평계곡 하천,농어촌

도로 205호선 도로,군도 2호선 도

로,번천리 마을회관 앞 도로,흥전

재해위험지구 및 도로일원, 양평

교 및 도로 등 시설물 200m이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재난상황실

시가지펌프장 4대

사직펌프장 4대

영진안방재시범마을 6대

도계 흥전리 산(10-13) 2대

펌프장, 하천, 도로 주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및 45일

시가지빗물펌프장

사직빗물펌프장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내
시설물내 12m이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5일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관리실

강원남부로 893-36 (도계유리나

라) 50대

강원남부로 893-46 (피노키오나

라) 13대

시설물내 12m이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5일
각 관리사무실

갈천동 14-6,7,8,12,14

(삼척해변 일대)
삼척해변 일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리동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대수 촬영범위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촬영시간

재난안전과

(민방위)
재난안전관리(해안) 18

임원1리 편의점 옥상

갈남1리 어촌회관 옥상

갈남2리 주차장

노곡1리 마을회관 옥상

월천2리 마을회관 옥상

덕산항 어촌회관 옥상

궁촌1리 주차장

초곡1리 어촌회관 옥상

장호2리 사워장 옥상

장호항 화장실 옥상

작은후진항, 광진방파제

증산 공중화장실 뒤

임원1리 방파제

호산항 위판장 옥상

월천3리 마을회관 옥상

한재밑해수욕장

정라동 회센타 옆

 각 바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재난상황실 서버실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대수 촬영범위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촬영시간

재난안전과

(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253 주변 100m내외

월천교 2, 적노동3,교곡리3,상천기리3,월

천상행3,증산3,환선굴입구3,황조리3,토

산리3,도계복개천3,KT앞2,중앙시장내1,

하나로마트3,한흥4거리3,마차리3,동막리

3,남양새마을금고3, 샘터공원2,오목리2,

고려병원3,오분동상행3,하행3,산양리3,

용화리3,장호터널상행2,하행3,미로중3,

대전리3,궁촌초교2,곡내골2,언장골2,도

계읍사무소3,가야유치원4,23사단3,등봉

동3,풍곡3,도경3,월천하3,숙암3,호산사거

리4, 원덕보건출장소뒤3,임원1교3,문암

보리골재2,광동삼거리3,사둔1리마을입

구2,원조아파트입구3,원당주공아파트입

구3,월계마트앞3,성내9.10경로당3,나리

골입구3,재생공업사뒤3,도계장터청정한

우앞,흥전자율방범대,원덕수릉삼거리,근

덕덕산교오거리,미로상거노1리승강장,

중앙시장통합경로당앞,현진빌라사거리,

남양동스카이원룸앞,남양동묵집앞,다래

복지앞,성남동,마평교입구,교동택지,정라

동벽너머주차장,정라초체육관 뒤 사거

리,대명리조트 입구,대학로문화휴식공간

남 · 여 화장실 입구 2대, 관리실옆1대,

공연장 1대, 천주교성당옆 1대,공원입구,

행남아파트옆, 보건출장소앞, 제방내,대

구목재삼거리,옥원1리-철도공사

심방마을,장호2리 마을입구,나릿골 경로

당,교동 이마트편의점,그린다방

봉황선경빌라3차,마달길289-43

초당저수지,미래공업사,삼고정문

건지주공,정라23통 경로당,정라항 활어

회센터,삼척 IC 진출부,삼척 IC 진입부,남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차량번호인식사진은

60일

CCTV통합관제센터 서버실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대수 촬영범위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촬영시간

재난안전과

(방범용)
범죄의 예방 162 CCTV통합관제센터 서버실

촬영일로부터

30일/

원덕중고앞, 산양1리마을입구, 사곡

마을입구, 영경묘 입구, 고천마을입

구, 신라가든입구, 두메농원입구, 문

암마을입구, 동막1리마을입구, 노곡

면사무소삼거리, 석탄회관, 성당입

구, 금다정입구, 영진빌라입구,교동

공원 정상, 충혼탑공원, 황산쌈지공

원,세광엠텍,

소방서앞(양도), 도계읍 늑구2길18-

33

도계읍 늑구2길18-101

근덕면 동막리 825-2,도계초 2, 장

원초 2, 원덕초 1, 임원초 2, 근덕초

2, 미로초 1, 진주초(정문)1, 진주초

(도로)2, 남초(도로)2, 서부초 2, 삼

척초 2, 중앙초 1, 정라초 2, 장호초

2, 맹방초 2, 흥전초 1, 남초(정문)3,

소달초 3, 신동초 3,오저초 3,동막분

3, 하장초2, 역둔초2,마읍초2,꿈나라

유치원1,청소년수련관 3, 교동 제1

공원 3, 평생학습관 3, 도계역 4, 임

원광장 3, 봉황공원 3, 삼여중삼거

리 3, 당저동주택가 4, 당저제1공원

3, 교동제2공원 3, 정라초교 3, 사직

택지공원 3, 삼초교후문 4, 교동3공

원3, 정라공원3, 남영공원3, 임원2

공원2

도로 100m이내 24시간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대수 촬영범위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촬영시간

산림과
산불감시및 화재예방

산림피해수사
41

건설과 범죄의 예방 3

공원녹지과

(장미공원)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10

공원녹지과

(이사부사자공원)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12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불법주정차 단속 25

우체국앞사거리, 중앙시장 앞, 안경

나라 앞, 중앙로사거리, 현진빌딩

앞, 대학로 3개소,

교동사거리, 청솔2차아파트 앞, 삼

척의료원 앞, 터미널 사거리, 홈플러

스 앞, 시청앞사거리,교통지도차량,

대학로 지하주차장 6대

성모의원 뒤 4대, 석미중앙통행로 3

대

보도육교내 10m이내

산불예방기간

산림피해사건

수사시간

24시간

미로,노곡,동지역일원(15,000ha)

근덕,노곡,동지역일원(15,000ha)

신기,미로지역일원(20,000ha)

근덕,노곡지역일원(20,000ha)

미로,신기,동지역일원(20,000ha)

도계지역일원(20,000ha)

노곡,근덕지역일원(20,000ha)

천은사입구

신흥사입구

준경묘입구

영경묘입구

오목리

이끼폭포입구

이천폭포

산불종합상황실 내

미로근산 내

도계 점리, 사금산 내

산불상황실

24시간

교동 보도육교

설치장소에서 130M 이내 8시간

CCTV통합관제센터 서버실

교통상황실

촬영일로부터

30일

 관리실

촬영일로부터

25일

산림피해사건수사종

료시

촬영일로부터

60일
삼척장미공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관리실

시설물 50m 이내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사부사자공원(전망타워 사무

실, 전망타워 중앙현관, 썰매장

위, 야외공연장 옆, 주차장 옆,

사계절 썰매장매표소, 휴게음식

점),이사부사자공원(조합놀이대

2대, 썰매장 경사면 1대)

시설물 30m 이내

미로면 상거노리 산230

근덕면 금계리 산109

신기면 고무릉리 산55

근덕용화리 산137

미로면 상사전리 산99-1

도계읍 전두리 산1

노곡면 개산리 산19-1

미로면 내미로리산314-6

근덕면동막리1331-2

미로면활기리168-2

미로면하사전리산54-1

가곡면 오목리263

도계읍 무건리66-1

이천폭포(원덕읍 이천리 산280)

산불종합상황실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대수 촬영범위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촬영시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불법주정차 단속 1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1

건축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7

교육연구과

(산양체험마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2

교육연구과

(연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7

교육연구과

(생태공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1

보건소

(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1

보건소

(도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1

보건소

(역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교통상황실이동식 단속카메라(차량55노5313) 이동식 8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유리온실 준비실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물 내부 20m이내

관리실

생태체험농원

중앙시장 제1, 2주차장

100m이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4시간

보건출장소 청사내,외부, 주차장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건출장소 청사내외부

유리온실 출입구 1대

비닐하우스 출입구 6대

공영주차장 내 주차장 운영구역

24시간

숙직실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건소청사내외 보건소 청사내,외부, 주차장

통신실

24시간 관리실

촬영일로부터

30일

생태체험공원 관리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산양체험마을 물놀이시설, 스위

트숙박동, 황토방, 배수지인근,

산양체험마을 입구도로, 관내판

매동내부,강의동 출입구 3대

숙소동 출입구 2대

청사 출입구 반경 300m이내 24시간

통신실

24시간

보건소 청사내,외부, 주차장역둔보건지소청사내외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2길

8,

 새롬아파트 단지 일원,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2길 8,

 새롬아파트 101동 승강기 내

아파트 단지 내 24시간

연구교육관 OA실

촬영일로부터

30일

촬영일로부터

30일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대수 촬영범위설치위치 보관기간 보관장소촬영시간

상수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55

하수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

수산자원센터 시설물관리및 화재예방 36

문화예술센터

(문화예술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3

문화예술센터

(시립박물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1

문화예술센터

(동굴신비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3

대이동굴관광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1

촬영일로부터

30일

마평정수장 13대, 성북가압장 3대,

갈야배수지 2대, 미로배수지 2대,

마교 정수장 4대, 고사리 취수장 3

대,  동막정수장 8대,  동막배수지 2

대, 신남가압장 1대, 신남배수지 1

대, 고구배수지 2대, 저구배수지 2

대,옥원취정수장5,임원정수장2,교곡

동막궁촌용화가압장4,고사리 취사

장 1

24시간

수산자원센터사무실

돌기해삼종묘배양장당직실

근덕면 초당길 234

(민물고기전시관)

원덕읍 신남길 27

관할 정수장시설지내

사무실입구및광장,주차장,지하실

입구,야외공연장객석및 무대,대공

연장 1층 로비, 무대,제1.2.3전시실

등

청사 외곽 4대,1층로비 2대,

대공연장무대 2대,

지하실입구 1대

제1전시실,제2전시실,

제3전시실,3층로비

촬영일로부터

30일

1.2매표소 2대, 관리사무소 2대,

주차장 5대, 대금굴 25대, 환선

굴 7대

지구본 입구및 1층 전시물 6대,

2층 전시물, 전망대3대, 3층 전

시물 ,엘리베이터,영화관,공조실

4대

청사외곽 5대

1층로비및전시실9대

2층로비,전시실,수장고 7대

24시간

30 ~ 60m 이내 (수동식)

동굴내부(30m이내)

24시간

시설물내 50m이내

지구본 입구및 전시실, 영화관, 엘

리베이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촬영일로부터

30일

박물관 정면출입구, 주차창, 엑스

포광장 앞, 주차장 측면,후문출입

구 및 전시실 등

사무실

사무실

촬영일로부터

30일

24시간

당직실

사무실

근덕면 삼척로 3741 _4대,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_ 3대,

도계분뇨처리장 1대

처리장 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사무실, 통제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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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센터

(해신당공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7

해양관광센터

(장호비치캠핌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4

해양관광센터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5

해양관광센터

(황영조 기념공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

해양관광센터

(해상케이블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76

도계읍 행정복지센

터
범죄예방 3

근덕면 행정복지센

터

(근덕종합문화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

남양동 행정복지센

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5

촬영일로부터

30일
상담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7일 2층 관리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주민센터 내

레일바이크 관리사무실

캠핌장내시설물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16일원
촬영일로부터

30일
24시간

전시관내부 14대,

해신당각  1대,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33-

17(매표소) 2대

해신당 내부,

해신당각

궁촌ㆍ용화5.4KM 구간 14대

궁촌ㆍ용화1,2주차장 4대

원펑건널목 및 초곡2터널 3대

근덕면 공양왕길 2대

근덕면 용화해변길 22 외 정거

장 및 선로 2대

주변 100M내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4일

황영조기념공원 사무실

어촌민속전시관 사무실,

해신당 제1매표소,

근덕면 삼척로 2154-31, 근덕면

장호항길 12-10
케이블카 역사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40일

카메라주변 20m내외

용화역2층 통신실

캠핌장 사무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남양동 주민센터 내

CCTV통합관제센터 서버실

24시간

황영조기념공원 4 황영조기념공원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4일

도계읍 도계리 36-5

(보도육교)
보도육교 내외

1층 현관 및 출입문, 2층 도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