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19일일 12시시 51분분



2
3

�⑹감⑹감
�⑹감
건설안전과



비공개 대상 비공개 근거 담당
부서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비밀보안
충무계획

충무시행계획, 충무실시계획
비밀문서,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
비밀열람 기록전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대외비 관리 기록부

법제9조제1항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국가안전보장, 안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
려 있음

안전관리
팀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소송 진행관련 사항 등 법제9조제1항제4호 직무 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재

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공통업무

건설업등록 범죄 경력조회, 신원조회 법제9조제1항제6호 개인 인적사항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행정
팀

지하수
시공업등록 범죄 경력조회, 신원조회 법제9조제1항제6호 개인 인적사항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 건설행정

팀

골재채취업
등록 범죄 경력조회, 신원조회 법제9조제1항제6호 개인 인적사항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 하천팀

공사편입
토지보상 보상협의 서류 법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공통업무

하천공사편입
토지보상 보상협의 서류 법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하천팀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하천점용(신규, 변경, 연장)
공유수면 허가 서류 법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노출 우려 하천팀

비상연락망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법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노출 우려건설 안전관리
팀

민방위대
전시 민방위 시행 계획
민방위 현지교육 관련
민방위대 편성표

법제9조제1항제1호 
법제9조제1항제2호 
법제9조제1항제6호

명단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안전관리
팀

사회복무요원
운용

신상명세서 및 관리 기록 카드
보충역 복무기준표
근무명령 위반철

법제9조제1항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안전관리
팀

을지연습
을지연습 세부 실시 계획
을지연습 사건 메시지 관련철
핵심과제 관련철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법제9조제1항제1호 
법제9조제1항제2호 
법제9조제1항제6호

국가안전보장, 안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
려 있음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안전관리
팀

비상대비
인력동원 계획
중점관리지정업체 현황
사용기관별 소요인원 현황

법제9조제1항제2호
법제9조제1항제6호

국가안전보장, 안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
려 있음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안전관리
팀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정보비공개대상목록 > 건설안전과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 RESERVED.

건설안전과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open_data
https://www.yyg.go.kr/www/open_data/open_administrative
https://www.yyg.go.kr/www/open_data/open_administrative/closed_list
https://www.yyg.go.kr/www/open_data/open_administrative/closed_list/safe



	紐⑹감
	건설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