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파일 상세 조회

⧠ 회사 홈페이지 회원정보 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사)의 명칭
신공항하이웨이(주)

부서명 기획관리부 사업관리팀 취급담당자 배효섭

업무분야 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회사 홈페이지 회원정보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홈페이지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차량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가입)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회원탈퇴 즉시 삭제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기획관리부 사업관리팀

 

 ⧠ 고객민원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사)의 명칭
신공항하이웨이(주), 국토교통부

부서명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취급담당자 김성각

업무분야 민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고객민원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고객 민원 처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서면, 구두),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0년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 통행료 미납차량 관리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사)의 명칭
신공항하이웨이(주), 우체국

부서명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취급담당자 고영우

업무분야 도로교통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통행료 미납차량 관리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1조의1~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고속도로 통행료의 미납 및 면탈 요금 수납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미납 및 면탈 통행료 수납 완료 후 1년 :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 5년 : 차량번호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 지역주민 감면카드 발급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사)의 명칭
신공항하이웨이(주), 국토교통부, 인천시

부서명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취급담당자 김민아

업무분야 도로교통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별 감면카드 발행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
인천시 조례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지역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감면카드 발급 및 부당사용자 심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감면카드 카드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통행료 감면제도 종료일(인천시 이관시까지)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 하이패스 단말기 회원정보 및 이용정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사)의 명칭
신공항하이웨이(주), 한국도로공사

부서명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취급담당자 고영우

업무분야 도로교통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하이패스 단말기 회원정보 및 이용정보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정보주체동의(하이패스 및 단말기 이용 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및 정보 변경, 통행료 수납 관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회원정보 : 성명, 차량번호
- 하이패스이용정보 : 통행일시, 요금소, 요금, 단말기번호, 

하이패스카드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직접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회원정보 : 단말기해지시까지(해지일로부터 6개월, 미납처리 사유)
- 하이패스 이용정보 : 3년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재난안전부 시스템지원팀

 

⧠ 계약 및 입찰관련 관리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사)의 명칭
신공항하이웨이(주)

부서명 기획관리부 사업관리팀 취급담당자 김현호

업무분야 계약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계약 및 입찰관련 관리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공사,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적정성 심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수집 동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년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기획관리부 사업관리팀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관련 관리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사)의 명칭
신공항하이웨이(주), 국토교통부

부서명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취급담당자 고영우

업무분야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관련 관리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도로법 제75조 ~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수행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차량번호, 고발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오프라인 수집(현장 직접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식별정보 및 전화번호 : 2주 이내(관계기관 이관)

- 기타정보 : 10년(이름, 주소, 차량번호, 고발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운영지원부 영업지원팀

 

 ⧠ 원인자부담금 관리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사)의 명칭
신공항하이웨이(주), 국토교통부

부서명 재난안전부 재난안전팀 취급담당자 민병성

업무분야 도로교통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원인자 부담금 관리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도로법 제76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교통사고 원인자 부담금 징수수행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기타(교통사고현장에서 직접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년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재난안전부 재난안전팀



 ⧠ 도로점용허가 신청자 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사)의 명칭
신공항하이웨이(주), 국토교통부

부서명 도로운영부 도로운영팀 취급담당자 권혁진

업무분야 도로교통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도로점용허가 신청자 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도로법 제38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2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 관리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소속기관(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오프라인 수집(신청서를 통한 접수)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준영구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도로운영부 도로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