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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환 경 보 전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며,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금정산과 범어사, 회동수원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온천천과 수영천이 흐르는 좋은 자연적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구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도시로의 발전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풍부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것이다.

1. 자연생태 관리

가. 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 활동

2005. 1. 19. 시민, 기업, 행정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0명으로 초록삶터금정

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의제21 추진 목표인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도시(ECO-Polis)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4백만원의 사업비로 『새파란 금정』 우리고유의 민물고기 전시회와

제14회 금정예술제 기간에 국내․외 희귀곤충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나. 새파란(SEFALAN) 금정 조성 추진

새파란(SEFALAN)금정 조성은 보고(Seeing), 체험하며(Experience), 느끼고

(Feeling), 감탄하는(Admiration), 4계절 청정지역 금정(the LAND of purity)이란

뜻으로 금정산, 범어사, 회동수원지, 수영천, 온천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구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으로 가꾸고 보존하기 위하여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호랑나비 생태거리 조성

❍ 목적 : 두구동 수영강변 호랑나비 집단 서식 환경 조성

❍ 위치 : 선두구동 홍법사 진입로 및 맞은편 제방(L=1.35㎞)

❍ 내용 : 탱자나무10,000본, 자귀나무750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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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

우리 구는 금사공단에 대다수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은 공장, 자동차정비업체, 운수업체, 세차장, 병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동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업체수 총 계
배 출 시 설 기타수질

오염원

휘발성

유기물질소계 대기 수질 소음

총 계 301 426 269 85 110 74 118 39

금사동 92 149 122 46 36 40 23 4

부곡동 41 56 19 5 14 0 27 10

장전동 26 30 9 2 7 0 19 2

선두구동 3 4 2 1 1 0 2 0

청룡노포동 11 12 6 1 5 0 3 3

남산동 25 30 14 0 14 0 9 7

구서동 44 50 20 4 14 2 23 7

서동 19 23 9 2 7 0 10 4

회동동 40 72 68 24 12 32 2 2

금성동 0 0 0 0 0 0 0

3. 환경오염의 원인과 오염도

가. 대 기

지형적으로 배산 임해 지역인 부산은 대기의 흐름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북쪽에

위치한 우리 구는 금정산을 배경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해변을 접한 타구에

비하여 대기의 정체가 많은 편이며, 대기오염의 원인으로는 자동차의 운행 시

발산되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매연 등 미세먼지와 공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SO2) 등과 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리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오존(O3)의 경우 차량의 운행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산하는 질소산화물(NOx)과 주유소, 세탁소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VOCs)등이 기온이 높고 바람이 없을 때 태양광선과 광화학작용을 일으켜

생성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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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도 기존의 부곡동과 새로이 설치한

측정소(청룡동 주민센터 옥상, 2007. 3월부터 측정)의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부산 및 우리구의 대기 오염도 〉

기준

년도

SO2 O3 CO NO2 PM10 산성우

0.02
(ppm/년)

0.06
(ppm/8시간)

9
(ppm/8시간)

0.05
(ppm/년)

70
(㎍/㎥/년)

5.6
(pH)

부
산
시

부
곡
동

청
룡
동

부
산
시

부
곡
동

청
룡
동

부
산
시

부
곡
동

청
룡
동

부
산
시

부
곡
동

청
룡
동

부
산
시

부
곡
동

청
룡
동
부산시

2008 0.006 0.004 0.004 0.026 0.024 0.029 0.4 0.5 0.5 0.022 0.023 0.022 51 50 64 4.6

2009 0.006 0.004 0.004 0.025 0.028 0.026 0.4 0.5 0.5 0.022 0.021 0.023 51 49 50 4.6

2010 0.006 0.006 0.026 0.019 0.017 0.4 0.7 0.021 0.032 0.025 49 51 48 4.8

2011 0.006 0.005 0.027 0.025 0.023 0.4 0.5 0.02 0.023 0.022 47 45 45 4.9

※ 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동측정망 연평균

나. 수 질

하천 오염원은 가정 ․사무실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 및 정화조 오수와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로 대별되며, 우리 구의 경우 오염된

물은 대부분 하수 차집 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되고 있다.

금정산을 발원으로 하는 온천천은 유지수 부족으로 인한 건천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원수를 유입(2～3만㎥/일)하여 하천 기능을 향상하였으며, 회동

수원지의 상 ․하류에 흐르는 수영강은 작은 물고기가 노닐며 나비가 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보고 즐기도록 다각도의 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어 보다 나은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하천 오염도 〉
(단위 : ㎎/ℓ)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BOD COD BOD COD BOD COD BOD COD

온 천 천
(태광산업 앞) 3.8 6.6 3.2 6.5 2.49 4.77 2.1 5

수 영 강 상류
(선동 신천교) 1.5 3.8 2.1 5.1 1.4 4.3 2 4.3

수 영 강
(금사동 동천교) 7.0 8.7 3.6 8.6 5.52 8.46 6.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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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물환경정보 수질측정망 년 평균 자료 임.

※ BOD : 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다. 토 양

석유류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경과 년 수에 따라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

고,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 검사

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환경부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시 오염 토양

을 복원토록 하고 있다.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

계 석유류판매 산업시설 운수시설 공공기관 주거시설 기타

59 45 4 4 1 1 4

라. 소음․진동 및 기타

자동차 운행음과 경적음, 공장에서의 발생소음․건설공사장에서의 작업소음

및 진동, 확성기소리 등 생활소음이 주를 이루며, 산업의 다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르는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 등이 상치되어 소음․진동문제가 점차 증가

하고 있어,

공장에서의 소음관리와 건설공사장의 소음저감을 위한 방법 개발 및 신기술

도입 등 소음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추진과 관리로 정온 유지를

위해 노력을 가일층 경주하고 있다.

4. 환경오염 개선 추진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배출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생산 공정의 개선, 방지시설의 효율성 증대, 신기술 전파 등 기술

지원 및 오염예방 지도를 하고 있으며 불법배출이나 방지시설의 미가동 등 위

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실

시하고 있다.



금정구 2012 구정백서

329

〈 201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조치내용 〉

구분

종류

점검
대상

점검
업체

위반
건수

위 반 조 치 내 역(건)

계
고발
(병과)

조업
정지

폐쇄
명령

사용
금지

개선
명령

경고 기타

계 276 163 13 16 (2) - 1 1 - 14

대 기 84 56 5 8 (1) - - 1 - 7

수 질 113 59 5 7 (1) - 1 - - 6

소음․진동 79 48 3 1 - - - - - 1

나. 운행차 배출가스의 규제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5년 7월1일부터 자동차가 실제 운행하는 상태를 재현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실시 및 월

1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하여 운전자의 자율적인 배출가스 관리를

유도하고, 제한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홍

보․계도 및 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내역 〉

구 분
종 류

2011
점검
대수

위반
대수

위 반 조 치 내 역(건)

개선
명령

사용정지
매 연
측정지시

과태료
(만원)

계 475 2 1 1 - 60

기기단속 200 2 1 1 - 60

비디오단속 - - - - - -

육안감시 120 - - - - -

소음단속 155 - - - -

자동차

무료점검

2011
점검
실적

기준
초과
(대)

조 치 내 용

현장정비 정비공장 유도

18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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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

각종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의 억제와 소음 저감을

위하여 세륜시설 및 방진(방음)시설의 설치, 살수 등 기술적인 저감계획을 검

토․지도하고 상황에 적절한 저감방법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주민보호

및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행정을 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

한 점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산먼지사업장 점검내역 〉

구분

연도별

대 상
사업장

점 검
횟 수

위 반
사업장

조 치 내 역

계
사용
금지

개선
명령

조치
명령

경고
과태료
(만원)

고발
(병과)

기타

2011 실적 91 133 12 12 - 3 - 9 580 -

2012 계획 95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1991. 12. 3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공포되어 시설물은 1993년, 자동차는 1994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며,

부담금 산정방법은 시설물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하며 자동차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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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3월, 9월) 부과․징수

하고 있으며 미수납분에 대해 연 2회 (5월, 11월) 독촉고지 및 압류 촉탁하여 지

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단위 : 천원)

금정구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9,219 3,853,725 49,865 3,310,506 85.9

시설물 6,135 681,722 5,741 651,125 95.5

자동차 53,084 3,172,003 44,124 2,659,381 83.8

6.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및 녹색제품 구매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

기관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BAU)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

여 연도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제도로서 우리 구는 구청사 및 부속

시설 등 23개소 건물의 전기, 난방연료, 차량연료 사용량을 2011년 12%, 2012

년 14%, 2015년 20%이상 절감 목표로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무기기 등 28종(2,387,292건 8,219,621천원)을 친환경 녹색

제품으로 구입하여 총 구매(2,457,382건, 13,220,385천원)건수 대비 97% 이상을

녹색제품으로 대체하였다. 

나. 범구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공동주택에서 녹색생활 실천이 가능한 환경오염 줄이기, 에너지 절약, 민 관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생활실천 운동의 확산을

목적으로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9개 아파트에서

그린아파트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전기, 수도, 음식물쓰레기 절감율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우수한 아파트 6개소를 선정하여 시상금(260만원) 및 그린아파트

인증패를 수여하였으며,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141명에 대하여 인센티브(20백만원)를 지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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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린 교육․홍보 강화

○ 맞춤형 녹색교육 실시

- 윤산중학교 과학동아리 15명, 남산초등학교 5학년 210명

○ 저탄소 녹색 홍보 추진

- 동절기 에너지절약 실천교육 및 홍보

- 초급 그린리더 활용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 홍보 170명

○ 초급 그린리더 75명 양성

라. 기후변화 대응 그린 행사 추진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 한등 끄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및 기업

체 대형건물, 공동주택, 일반가정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생단체원 홍보

및 앰프방송, 아파트 방문 홍보를 실시하여 전국일제 조명을 10분간 소등

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대하여 생각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고 있

으며, 일년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 행사로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토록 하여 대기오염, 소음,

교통체증을 줄이고 보행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금

정구에서도 매년 부산대지하철 3번 출구와 만남4길 구간 225m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구청에서 시행한 주요행사 및 건물 에너지 사용

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탄소감축 목표 설정 및 활동을 실시하고, 감

축목표 미 달성분은 상쇄금 납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부응하고 있다.

※탄소중립 상쇄금은 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산림

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

【2011년 참여실적】

  행사부문 : 총무과 등 2건 752kg 상쇄금 11,280원

  건물부문 : 재무과 등 15건 18,493kg 상쇄금 277,3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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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 질 관 리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및 지하수 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관리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질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1.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금성동 등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

부적합 시설의 경우에는 음용금지를 통보하고 물탱크 청소 및 소독약 적정

투입 등 개선조치토록 하였으며, 부득이 음용 시 반드시 끓인 후 사용토록 홍

보하였다.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12.1.29)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업무가 구에서 상수

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으며 일원화된 수도업무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 2011년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

지정
번호

시설명 소재지
수질검사 결과(적․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적 합 12 11 8 5

부적합 - 1 4 7

부적합율(%) 0.0 10 33 58

1 장전1 장전1동 384-45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2 대 룡 노포동 598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3 녹 동 노포동 산38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4 작 장 노포동 763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5 신 암 남산동 179-3 적합 적합 적합 적합

6 남 산 남산동 672 적합 적합 적합 적합

7 남 중 남산동 20-2 적합 적합 적합 적합

8 금성동 1통 금성동산25-1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9 금성동 2통 금성동 528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10 금성동 3통 금성동 860-1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11 오 륜 오륜동 669-21 적합 적합 적합 적합

12 동 대 회동동 115 적합 적합 적합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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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 관리

가. 지하수 신고 절차 및 종류

지하수 개발 시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지하수 개발 시 ▷ 이용신고 또는 허가 신청

❍ 지하수 용도․명의․시설내역 변경 시 ▷ 변경신고

❍ 지하수 고갈, 수질 부적합 등에 따른 사용 종료 시 ▷ 종료신고

나.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지하수는 용도별로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도별

주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주 기 2년에 1회 3년에 1회 3년에 1회 3년에 1회

다. 2011 지하수 신고, 허가, 변경, 종료 처리 현황

이용신고 허가신청 변경신고 준공신고 종료신고

17 건 1 건 22 건 14 건 37 건

라. 지하수 현황
(2011.12.31.기준)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용 비음용

계 1,202 377 725 23 77

허가시설 37 10 22 5 -

신고시설 1,165 367 703 18 77

3.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금정산과 윤산에 소재하는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17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내 안내판에 수질검사 결과를 부착하고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안내문 게시 및 반드시 끓인 후 음용토록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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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

지
정
번
호

시설명 소재지

수질검사 결과(적․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7월 8월 9월

계

적 합 14 14 7 6 7 3

부적합 3 3 10 11 10 14

부적합율
(%) 18 18 59 65 59 82

1 수박골 금성동 산69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2 삼밭골 장전2동 산30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3 호국사
2

장전2동 산30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4 보광암 장전2동 산29-4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5 금정 장전2동 산29-4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6 참샘골 구서1동 산178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7 정암 구서2동 산4-1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8 물망골
2

구서2동 산4-8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9 용머리 구서2동 산4-8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10 물망골1 구서2동 산4-8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11 제일 서3동 산1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12 서곡 서3동 산103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13 서천 금사동 544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14 회동 금사동 산111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15 여명 금사동 산9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16 윤산 부곡동 산15-17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17 금양 부곡2동 산30-1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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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수도 사용료 징수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수질개선을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하수도사용료의 납기내 수납액은 9,622백만원(징수율

96.4%)이며 체납액 징수금액은 152백만원(징수율 18.6%)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려 및 즉시 압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 2011년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별
구분

계 가정용 영업 욕탕1 욕탕2 공공 산업 공 사
부담금

징수결정액 9,975 3,870 3,737 530 - 686 462 690

수 납 액 9,622 3,819 3,444 523 - 685 461 690

징수비율 96.4% 98.7% 92.2% 98.6% - 99.8% 99.8% 100%

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우리시의 식수원이며 유일한 비상상수원인 회동수원지의 수질보전을 위해

선두구동, 노포동, 오륜동, 청룡동 일부 및 회동동 일부 지역 27.58㎢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수시설이 정비된 마을 주변은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0.82㎢ 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상수원의 수질개선은 물론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57.7백만원

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배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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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상수도주민지원사업 시행현황 >

연
번

사업
유형 사 업 명 사업위치

(지원대상)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집행방식 사업기간

계 (9개사업) 257,667 2011.1.31.자 교부

1

소득

증진

사업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추가공사

두구동
1421-12

창고내부 
1식

16,000 시설비(공사) ‘11.02.~06.

2
선두구동

농산물보관창고 
운영관리비

두구동
1421-12

인건비 및
공과금 등

12,66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
조)

‘11.02.~12.

3
선두구동

환경농산물 축제 지원
선두구동
지역주민

축제비 
지원

21,000
민간이전

(민간행사보
조)

‘11.02.~06.

4
선두구동

농산물직거래장터 건립
두구동

토지매입
650㎡

93,000 시설비(보상) ‘11.02.~12.

5

복지

증진

사업

노포동
마을회관 개보수

노포동 3개소 45,000 시설비(공사) ‘11.02.~10.

6
선동 신천마을

급수배관 교체공사
선동

신천마을
L=500m 21,000 시설비(공사) ‘11.10.~12.

7
선두구동

노인건강증진사업
두구동

890-3번지
1식 14,00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

조)
‘11.02.~12.

8

육영

사업

노포동
청소년 장학기금 조성

노포동
지역주민

1식 14,00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
조)

‘11.02.~12.

9
선두구동

청소년 장학기금 조성
선두구동
지역주민

1식 21,00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
조)

‘11.02.~12.



미래, 그리고 사람중심의 금정

338

제3절  식품위생 관리

 범어사 주변, 산성마을 등에 형성되어 있는 먹거리촌은 맛있고 건강한 웰빙

식단 뿐 아니라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특산품인

흑염소불고기와 산성 토산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죽전마을 부근에 『금성

산성마을 먹거리 홍보탑』을 설치하여 우리 구의 역사와 맛을 널리 알리고 있다.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금정산, 범어사 등의 관광과 더불어 전통과 품위와

멋이 어우러진 먹을거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

에게 우리 지역의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을 선정․지원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소득증대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추세에 따른 외식문화 발달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가 우선 요망되고 있어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용품

지원, 알뜰하고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다.

1. 식품위생업소 현황

2011년 말 현재 우리 구 관내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소 3,745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가 1,888개소이며, 업종별 업소 수는 다음과 같다.

〈 식 품 접 객 업 소 〉

업종별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소수 3,745 89 178 3,027 361 6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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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종별 업소수 업종별 업소수 업종별 업소수

계 470 식용유지류 3 조미식품 8

과자류 5 커피 7 김치류 3

빵 또는 떡류 14 음료류 1 절임식품 6

식육, 알가공품 2 다류 3 조림식품 2

어육가공품 1 장류 2 기타식품류 15

두부류, 묵류 2 면 류 4 규격외일반가공식품 6

즉석판매제조가공 379 첨가물제조업 3 용기포장지제조업 4

〈 식 품 판 매 업 〉

업종별 계 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자동판매업 식품소분업 건강기능
수입판매업

기타

업소수 1,418 63 742 47 499 67

2.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진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분야

부산광역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다.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성동 산

성마을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향토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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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진흥기금 활용 추진사업 〉

연번 추 진 내 용 수량 금액(천원) 배 부 처

1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2건 95,000

2 집단급식소 위생마스크 배부 196개 2,587 집단급식소 98개소

3 집단급식소 손소독제 배부 196개 1,724 집단급식소 98개소

4 남은음식재사용금지 버스음성광고
2011.3.28.

~2012.2.29.
7,800 8개노선 189대

5 위생취약업소 향균도마 배부 140개 5,759
중국음식점100개소
분식점40개소

6
남은음식재사용금지 홍보용 비닐파일집

배부
2,000매 1,760 식품접객업소 2,000개소

7
화장실수준향상용품 지원 (항균거품

비누)
574개 2,525 유흥주점 82개소

8 주방화상공개시스템설치사업자지원 3개 4,500 일반음식점 3개소

9 음식문화개선카트부착용홍보판부착 100개 550 대형마트 1개소

10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자

지원
1개 500 일반음식점 1개소

11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친환경 위생식

탁보지원
19,992매 2,419 일반음식점 84개소

12
음식문화개선실천업소남은음식포장용

기지원
10,080개 4,939 일반음식점 84개소

13 음식문화개선실천운동홍보물제작 1,000매 231 일반음식점 1,000개소

14 모범음식점표지판부착 50개 5,500 모범음식점 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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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향한 식품안전관리

도시화 산업화 환경오염 등으로 식품의 원재료 및 가공식품이 유해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잦은 식중독 사고로 소비자들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위생관리 교육에 필요한 홍보물을 배부하여 식

중독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

여 집단급식소와 횟집, 김밥류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영업자와

종사자의 결여된 위생의식을 고취시키고,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 식중독 예방 활동 〉

활 동 내 역 점 검
업소수

비 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303개소 미생물수거검사 511건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22개소 김밥, 행버거,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 31건

식중독 예방 홍보 파일홀더 제작 배부 2,000매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 425개소

조리용 투명마스크 및 손소독제

식중독예방 홍보용 향균도마

식중독 예방 홍보용 향균 거품비누

4.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식품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품질관리 능력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식품위생 관리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식품판매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명절 성수식품 등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여름철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행락지 주변과 다중

이용시설의 식품판매업소를 단속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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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생 감 시 실 적 〉

구 분 업소수
감 시
업소수

위반수

처분내역

허가
취소

영업
정지

개수
명령

시정
명령

과태료 고발

계 5,633 5,490 208 17 53 5 20 17 96

식품접객업 3,745 4,436 171 6 51 5 12 9 88

식품제조가공업 470 322 20 4 ․ ․ 7 6 3

식품판매업 1,418 732 17 7 2 ․ 1 2 5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 〉

구 분
감 시

업소수

위반업

소조치

처분내역
다소비

식품수거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부정․불량식품 1,054 37 11 2 8 8 8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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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중위생 관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도하여, 영업질서를 확립

하고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1. 공중위생업소 관리

2011년 말 현재 우리 구 관내 공중위생업 전체 업소 수는 9개 업종 1,109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퇴폐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상습적인 불법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 공중위생업소 현황 〉

업 종 계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
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세척
제조업

업소수 1,109 116 74 560 140 172 41 4 1 1

〈 공중위생업소 단속 실적 〉

업소수
감 시
업소수

위반수

부적합 건수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과징금

1,109 649 22 2 3 10 6 1

2.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목욕장 74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욕수(원수, 욕조수) 수질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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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결과 〉

(단위 : 개소/건)

업 소 수
수거검사

업 소 수

부 적 합 건 수

계 원수부적합 욕조수부적합

74 66 6 6 ․

3. 2011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행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이용업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별로 업소등급을 부여하였다.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현황 〉

구 분 계 이용업 미용업

관내 업소수 658 140 518

평가 업소수 681 142 539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

구 분 계 이용업 미용업

녹색 등급 347 130 217

황색 등급 125 6 119

백색 등급 209 6 203

4.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자율점검리스트 배부

관내 숙박업소와 목욕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201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숙박업 116개소 및 목욕장업 74개소에 「영업자

준수사항 자율점검 리스트」를 배부하여 업소접객대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

하고 주 1회 이상 시설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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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외계층 이․미용 무료봉사

이용 미용업 지회 회원들과 우리 구 소재한 복지시설, 무료급식소, 호스피

스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연계시켜

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이․미용 무료 봉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1월부터 시작하여 관내 복지시설 등 7곳을 순회하며 봉사자 300여명이

참여하여 2,300여명에게 이웃사랑을 나누어 주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미용

무료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나눌 계획이며 소외계층들에게는 작은 기쁨과

희망을 주고 봉사자들에게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금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