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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절 청소행정
Ⅰ. 쓰레기 처리
Ⅱ. 분뇨수거 및 정화조 관리
Ⅲ.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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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쓰레기 처리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파괴와 환경권 침해등의 문제는 폐기물분야 관련  

환경동향, 주민의 생활방식 등이 변화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각 도시마다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과제이다.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효과적인 각종시

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시․구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시민의 참여와 호응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량을 절감할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후 이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타종수거방

식에서 준 문전수거방식으로, 준 문전수거에서 완전문전수거 방식으로 일대 

혁신을 기하여 쓰레기 감량은 물론, 청소관련 주민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

경조성에 많은 성과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1. 기 본 현 황

《청 소 인 력 및 장 비》

                                                         2007. 5.31현재 (단위:명/대)

구  분
인     력 (명) 차    량 (대)

계 사무직 운전원 미화원 계 압축 압롤 덤프
(기타)

합  계 249 33 52 164 68 13 11 44

구    청 90 19 6 65 10 1 0 9

대행

업체

청륜산업 88 6 30 52 31 7 6 18

세명기업 71 8 16 47 27 5 5 17

※ 대행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청륜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8-2 (☏526-9787)

   세명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89    (☏51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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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및  수거량》

                                               2006. 12.31현재 (단위: 톤)

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99,748 31,197 2,600 85 19,299 1,608 53 49,252 4,104 135

《쓰레기 배출(수거)량 증감 현황》

        구분
년도별 가구수(세대) 인구수(명) 배출량(톤)

비  고

(인구 기준일)

2006 93,044 263,338 99,748 2006.12.31

2005 91,781 264,880 87,993 2005.12.31

증 감 량 (1,263) (-1,542) (11,755)

증 감 율 (1.3%) (-0.5%) (13.3%)

2.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는 주민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품을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는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경고판 부착, 현수막 설치 

등의 행정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고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으로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 종량제봉투 판매소 : 총542개소 ▷대형매장6, 슈퍼 482, 편의점21, 기타33

  ▢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원)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10ℓ 20ℓ

230 450 880 1,290 2,100 3,100 4,000 450 880

  ※재사용 종량제봉투 : 슈퍼,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용으로

                         사용한 후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가능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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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실적

                                                                      (단위:천장/천원)

총계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소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소계 10ℓ 20ℓ

3,006 2,975 248 1,280 855 253 208 38 93 31 14 17 2,424,384

 나. 무단투기 감시

  ❍ 단속반 활동   

총 단 속 계도건수 과태료부과 비  고

264 79 185

   ❍ 과태료 부과․징수     
                                                                       (단위:천원)

과 태 료   부 과 과 태 료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85 19,300 121 12,500

    ○ 신고포상금 지급 
                                      (단위:천원)

민 간 인 공 무 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9 4,030 - -

 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단위:천원)

신 고 처 리 처리율 수수료징수액 비  고

18,633건 18,633건 100% 16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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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 문전수거 전면시행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을 타종 수거식에서 준 문전수거제로 시행하면서 쓰레

기 집적소 주변불결 및 악취 등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 고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98.5.1부터 완전문전수거제로 전

환하여, 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불편 완전해소와 사수거자 폐지 등 청소관련 

주민편익증진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 격감,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등 상당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 문전수거 실시

    ’98. 5. 1부터 구 전지역 단독주택 및 업소(APT, 다량배출처 제외)에 대해 실시

합     계 일 반 지 역 공 동 주 택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93,107 264,116 62,085(66.7%) 165,711(62.7%) 31,022(33.3%) 98,405(37.3%)

 나. 문전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 - 〈청소대행업체〉

환 경 미 화 원 (명) 차    량 (대)

계 수 거 운전원 계 압축,압착 암 롤 덤프(기타)

126 84 42 54 11 9 34

 다. 문전수거 방법

  배출지정요일 일몰시부터 자정까지 자기 집 대문 앞(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1층 출입구 적정장소 배출)에 배출하고, 수거는 자정이후부터 각 세대별로    

 배출한 쓰레기를 종사원이 개별 방문하여 완전문전 수거(차량 직접수거 병행)  

 하는 방식으로 원활히 처리하 다.

4. 종량제 및 문전수거 추진 성과분석

  ’94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해온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재

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등으로 쓰레기 수거방식의 혁신을 가져와 생활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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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의 재활용품 직송체계 정착, 필름형포장제, 1회용비닐류, 폐형광등 

분리배출, 2005년도의 음식물쓰레기 용기수거제 등 체계적인 쓰레기줄이기 시

책추진으로 쓰레기 감량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수거 시책의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청소예산 절감 등 바람직한 청소행정을 구현에 나가고 있습니다.

     [ 쓰레기량 감소]  0.6%

구   분 2005 2006 증감(%)

일반쓰레기 86톤/일 85톤/일 (-)1.1%

음식물쓰레기 33.7톤/일 33.9톤/일 0.5%

     [ 재활용량 증가] 2.4%

구   분 2005 2006 증감(%)

재활용수집량 16.3톤/일 16.7톤/일 (+)2.4%

 ※ 재활용수집량은 민간수집량을 제외한 구청 수집량임

5. 도시청결 추진

 가. 쓰레기 처리 불만족 보상제 운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여 수거에 따른 주민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대민서비스질 향상과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3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불만족 보상제도」를 운 하고 있다.
 

  ▢ 보상대상 

    ❍ 쓰레기 제때 미수거, 수거지연, 수거불가 사유 미고지

    ❍ 쓰레기 수거 후 뒤처리 미흡, 오수유출, 악취발생 등

    ❍ 종사자의 불친절 사항 : 민원사항 미시정, 불손한 언행 등

  ▢ 처리 : 구청 접수 → 현장확인 → 업체․민원의견 수렴 →보상

  ▢ 운 내용

    ❍ 참여업체 : 2개업체(청륜, 세명) 비용부담

    ❍ 지 급 량 : 민원 1건당 종량제봉투 20ℓ 4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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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실적(‘06. 12. 31)

    ❍ 접수 : 230건 (일반 41, 음식 92, 재활용 93, 기타 4 )

    ❍ 보상 : 108건 (일반 23, 음식 52, 재활용 32, 기타 1 )

 나. 방치나대지 일제정비 

  일부 나대지가 인근 주민들의 채소경작지로 활용되거나 건축중단, 관리미흡  

 으로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일제정비기간을 정하여   

 2006년에는 나대지 30필지에 대하여 자진정비 안내 및 청결이행 명령하여    

 29건은 정비하고,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2007년 정비중에 있다. 

 2007년에도 분기별로 방치나대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자진정비 유도, 자진정비 불응자에 대하여 청결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 청결사진 전시회 개최

  생활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관련 내용을 직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구청 민원홀, 금정문화회관, 금정도서관에 사진76점과 재활용품 분  

 리배출 요령등을 ‘06. 11. 21 ∼ 12. 11중 15일을 순회 전시하여 1,500여명이  

 관람하 다. 평소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던 도시 주변환경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하 다. 

 라.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사업

  21C환경여건에 부응하는 청소차량 이미지를 개선하여 오물수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쾌적한 도시관리 조성을 위해 총41대(구 5, 청소대행업체   

 36)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새롭게 색상을 디자인하고 있다. 

  ▢ 개선내용 : 군청색(당초) → 시 표준안 3색(회색, 흰색, 청색)으로 개선

  ▢ 2006년 차량디자인 : 28대 (구 3, 대행업체 25) ☞ 사업비 41,080천원

     2007년 차량디자인 : 13대 (구 2, 대행업체 11) ☞ 사업비 15,928천원
  

 마. 환경미화원 복장개선 사업

  21C에 걸 맞는 새로운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해 부산 시 청소차량 색상 디   

자인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변화된 도시환경에 조화되면서 안전성과 실용성이  

 향상된 형광색으로 사고안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복장으로 구 자체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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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명,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29명에 대해 2006년도에 개선하 다. 

 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무단투기가 반복되는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용하여 주민경각심을  

 고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여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고자 2003년부터 상습투기지역을 선정하여 이동설치 운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에 무단투기 과태료 11건(1,100천원)부과,     

 행정지도 7건등으로 상습투기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상승시켰다. 2007년 총12대를 이동설치 운 하고 있다. 

6.  2007년 달라지는 제도

 가. 2007. 7. 1부 생활쓰레기 배출요일 변경

  ▢ 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03. 9. 15)에 따라 ’07. 7. 1부 50인사업장        

     (청소대행업체) 주5일 근무실시로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요일 변경

    ❍ 배출요일은 주 6일(일∼금요일저녁)에서 주 5일로(일∼목요일저녁)변경

   [생활쓰레기 품목별 배출요일 지정]

시행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07.6.30
까지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종이류, 의류
▷캔․고철,유리
병
▷1회용비닐류
▷필름형포장재

재활용품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야쿠르트병
-일반플라스틱류
▷스치로폼

일반쓰레기
(가연성)

일반쓰레기
(불연성)
음식물쓰레기
연탄재

배출금지

‘07.7.1
부터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종이류, 의류
▷캔․고철,유리
병
▷1회용비닐류
▷필름형포장재

일반불연성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야쿠르트병
-일반플라스틱류
▷스치로폼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배출금지 배출금지

 나. 소규모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확대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범위를 현행 아파트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까지 확대 실시하여 입주민의 쓰레기 배출 편의제공 및 재활용품 분리 증대와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억제 기여하고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민자율   

 쓰레기 배출방법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주민자율로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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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배출요일 및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신청주택에 한  

 하여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처리과정

    ❍ 희망 공동주택 신청 접수           : 연중

      ▷ 구청(청소행정과)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구청, 대행업체 합동)      : 매월 말일

    ❍ 적용 공동주택 결정 통보           : 익월 10일까지

    ❍  배출용기 비치(공동주택 자체구입)  : 익월 10일까지

    ❍ 제도변경 적용 : 그 다음달 1일부터 

  ▢ 쓰레기 배출용기 확보

    일반쓰레기 용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재활용품 용기 각 1종씩 구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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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뇨 수거 및 정화조 관리

  분뇨수거의 위탁운 에 다른 대행업체 지도감독의 강화로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분뇨 위생처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분뇨를 완전히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 다.

〈 1일 배출량 및 수거량〉
(단위 : ㎥)

총세대수 수거대상인구 배출량 수거량 수거율

93,044 263,338명 282 282 100%

1. 오수정화시설의 이해 

 ▢ 단독정화조 : 단독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만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단독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에 비하여 장치가 작으며 정화능력에 한계가 있어,  

  생활오수의 적정 개별처리를 위하여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단독정화조는 전염병 및 기생충 예방이라는 위생적 관점에서와 화장실 사용  

  시의 쾌적성이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큰 1차 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단독정화조는 안정적 성능이 확보될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도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 오수처리 시설 :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이 아닌 잡배수를 합하여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 세척수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단독정화조보다  

  규모가 크며 요구되는 성능도 높다.

2. 정화조 관리 및 청소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 변경 신고서 접수 시 정화조 설치 용량 및 

도면 검토과정을 거치며, 폐쇄신고서 접수 시 정화조 청소여부 및 폐쇄방법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신축, 증축, 설계변경, 표시변경 등 실무종합심의 

의견 협의를 통하여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적정한 규모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

토록하며, 정화조 준공 검사 시에는 정화조 본체의 강도, 격벽의 재료, 맨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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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설, 방충망 설치 등을 철저히 체크하여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화조 관련 업무 처리 건수〉

업무명 설치,변경신고 폐쇄신고 용량적정 여부 등 준공

 처리건수 273 109 448 229

〈 정화조 청소업체 〉 

업체명 전  화 관할지역 청소요금 비  고

부산정화 517-0333
 부곡동, 서동, 금사, 
회동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오륜동

 ※ 기본요금 : 청소용량 0.75㎥당17,910원
 ※ 초과요금
   0.75㎥초과시 0.1㎥당 1,320원씩 추가
  [(수거된 용량㎥ - 0.75㎥) × 13,200원    
   + 17,910원 ]

인력9명

항도정화 517-0666
장전동, 구서동, 
남산동, 금성동

인력10명

금정위생 523-7051 금정구 전역(재래식) 1ℓ당 330원 인력2명

〈정화조 현황 및 청소실적〉

년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대상 청소실적

2006 21,855 485 22,340 22,340

< 구관리 공중화장실 현황 >           

화장실명
관리현황내역 비 고

소  재  지 설치년도 형   태

범어사주차장화장실 청룡동 산2-1(건물 68㎡) 1995 수세식(정화조31㎡)

청룡동놀이마당 청룡동 49(건물 36.45㎡) 2005 차집관연결

금정산 남문화장실 금성동 산69(건물 38.7㎡) 1996 수세식(정화조32㎡)

금정산북문대피소 금성동 산1-1(건물 15.5㎡) 2000 완전발효

금정산동문문화의숲 장전1동 산30(건물 18.5㎡) 2001 완전발효

금정산산성고개 금성동 산30(건물 18.2㎡) 2001 완전발효

윤산 산림욕장 금사동 산9(건물 14.2㎡ ) 2001 완전발효

윤산 체육공원 부곡동 산13-7(건물 14.2㎡) 2001 완전발효

서곡초등학교 뒤 서4동 산90번지(건물 8㎡) 2003 간 이

금정산남문연못가 금성동 산69 2001 간 이(발효)

금정산서문입구 금성동산86-1 2006 간 이(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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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1. 현 황

 ‘98년 5월부터 시행해온 완전문전 수거제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등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크게 기여하 으며 2004년 

1월 재활용품 직송체계 정착, 필름형 포장재, 1회용 비닐류, 폐형광등 분리배출

과, 나눔장터 운 등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쓰레기 감량에 주력하고 있다.

〈2006. 쓰레기 발생량 및 자원 재활용 현황〉

계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비 고

소계 구 민간

99,748 31,197 19,299 49,252 6,108 43,144

2.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

 ‘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05. 4. 1 최초로 『납부필증과 납부필증보관함』을 고안하여 전용용기에 부

착하고 용기 배출시마다 수거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납부필증』제도를 시

행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전년도 대비 28.6% 감량으로 처리비용 약 1억

여원을 절약하 다.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도 실시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단위:톤)

구분 총 계 4∼6월 7∼9월 10∼12월 05년1∼3월

시행전
(‘04년 봉투수거) 7,250 1,993 1,921 1,861 1,475

시행후
(‘05년 용기수거) 5,178 1,321 1,518 1,239 1,100

증 감 감2,072 감672 감403 감622 감375

    ※ 총계는 일반주택 및 소규모점포에서 발생한 배출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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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납부필증보관함』실용신안 등록

 ‘04. 9. 9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보관함』을 실용신안 

출원(등록번호 제0369223호)하여 ‘06.4.20 기술평가결정

4. 금정나눔장터 운

   2003. 7. 25 부터 매주 금요일 『금정나눔장터』를 첫 개장하여 중고물품의 

매매․교환 , “사랑의 우산 나눠주기” 등 자원재활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근검절약하는 시민의식 고취 

〈금정나눔장터 운  실적〉

판매참여인원 관람참여인원 전시물품수량 판매금액

1회 개장평균 140명 1,000명 700점 약 2,100천원

     ※ 2007.5월말 현재 총175회 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