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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업시설 현대화 및 지원사업

1. 주요 업무 계획

금정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여 청정한 공기와 관계용수의 수질이 깨끗하고,

일찍부터 시설원예가 주종을 이루는 도시근교농업(시설원예)이 발달하였다.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해 주산품인 화훼류의 육성으로 생산기반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생산력 향상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본 사업은 화훼재배의 기반인 하우스 시설을 개선하여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최신

생산기술 및 설비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가의 노후 하우스시설 개선으로 보온비 절감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

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노후 시설하우스 가온시설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 근교형 원예농업의 집중육성에 따라 대외 경쟁력 확보 및 분화류 생산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 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사 업 개 요 〉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년도 사업비(천원)

화훼류 경쟁력

강화사업

- 시설하우스 자동화시설 설치지원

- 시설하우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2008년도 실적

2009년도 실적

2010년도 실적

2011년도 실적

2012년도 계획

478,000

525,000

234,000

235,218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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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치유의 숲 조성

1. 주요 업무 계획

생활․문화 분야의 화두인 웰빙시대를 맞아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에 걸맞은

숲속 길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찾고 싶고 보고

싶은 문화공간의 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 명품길 관광자원

발굴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금정산, 윤산, 회동수원지는 도시 생활권내 위치한 야산으로 인접 주택가로부터

접근성을 충족함과 동시에 산지 습지 등 우수한 천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금정구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 산림생태계 복원 모델 제시를 위한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금정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주민 휴양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숲길조성

◦ 회동수원지(5.1㎞)-탐방로, 쉼터조성

훼손지 복원, 안내시설 등

◦ 금정산-실버로드조성, 휴양·운동

식생복원, 숲가꾸기

◦ 윤 산-산책로 정비, 휴양·운동

2009 ～ 2010 1,200,000

그린웨이 조성

◦ 아홉산 회동수원지길 개설(6.3km)

◦ 탐방로 조성 및 식생복원

◦ 편의시설등 쉼터조성, 안내시설 등

2010 ～ 2013 900,000

윤산 생태숲

조성

◦ 반디마을, 어귀마당, 교류․만남․

휴식․사색의 숲 조성

◦ 탐방로 정비, 식생복원,

◦ 쉼터조성(5개소), 안내시설 등

2007 ~ 2012

(1년 설계,

5년 시공)

2,000,000

(연차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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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 병해충 방제

1. 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산림의 주요 해충인 소나무 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목은 전량 제거 및 압축 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재선충병 매개충서식처 제거사업 및 항공지상방제를 병행하고, 이동단속

활동을 통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전염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예방 위주의 효과

적인 방제 활동을 시행하여 산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연도별 병해충 방

제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 〉

연도
병해충 계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기타 해충

2002 165ha 115ha - 50ha

2003 183ha 128ha - 55ha

2004 128ha 128ha - 0

2005 128㏊ 128㏊ - 0

2006 140ha 110ha - 30ha

2007 140ha 110ha - 30ha

2008 190ha 100ha - 90ha

2009 150ha 60ha - 90ha

2010 300ha 270ha - 30ha

2011 450ha 410ha 4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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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산 불 예 방

1. 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임야 4,162ha에 대한 산불 예방 및 단속을 위해 매년 겨울철 11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를 산불 방지 기간으로 정하여 ‘산화경방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방지 기간 중 산림공익 근무요원과 산불감시원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배치하여 입산자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 신고망 정비,

산불 진화용 차량 확보 등을 통하여 산불 발생시 인력과 장비의 원활한 조기 출동으로

초동 진화 활동에 주력, 산불 피해 면적의 최소화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불 발생 원인이 인위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산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반상회, 유선 방송, 산불 예방 캠페인 등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매년 산불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귀중한 산림 자원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여

산불 예방 활동 및 초기 진화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 산 불 발 생 현 황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2011

건 수 5 3 5 6 6 3 2

면 적 0.26ha 1.21ha 0.526ha 0.479ha 1.1㏊ 0.86 1.3

〈 산불진화장비보유현황 〉
(단위 : 점)

구 분 계
진화차량

삽 괭이 손전등 물통 불갈퀴 등짐펌프 무전기 기타
물차 수송

계 2,942 3 19 282 136 157 387 781 219 25 922

구 청 2,176 3 2 82 78 62 285 616 105 25 913

동 766 - 17 200 58 95 102 165 13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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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녹 지 관 리

1. 녹지관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하여 가로수 식재

및 화단조성을 하고, 구직영 양묘장 운영을 통하여 사계절 꽃을 자체 생산․아름다운

꽃길조성은 물론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하며, 지역의 역사이며 자랑인 보호수의 생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외과수술 실시, 주기적 방제작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 녹지(가로수, 화단 등) 현황

가로수 화 단 가로화단(수벽)

노선수 본수 개소 면적(㎡) 개소 연장(m)

27 6,361 86 152,694 37 17,905

나. 양묘장 운영

❍ 양묘장 현황

구분 장소 면적(㎡) 시설 및 양묘 비 고

계 6개소 9,192

초화 양묘장 두구동 601-9 1,650 비닐하우스 3동, 급수시설 등

수목 양묘장

선동 605-3,4 4,637 느티나무 식재

구서동 997-10 280 홍가시나무 식재

구서동 107-3 1,040 꽃댕강나무 식재

두구동 1409-1 500 느티나무 식재

노포동 1112-7 1,085 느티나무 식재

❍ 연도별 초화생산 실적 (단위 : 본)

연도별 계 봄 여름 가을 겨울

2009 110,600 30,000 32,600 28,000 20,000

2010 106,800 35,000 31,000 23,000 17,800

2011 114,200 36,000 22,600 36,6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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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호수 현황

연번 수 종 수량(본) 소 재 지 지정번호

1 은행나무 1 청룡동 546 2-1

2 푸조나무 1 부곡동 265-10 2-11-1

3 느티나무 1 두구동 1217-2 2-11-4

4 팽나무 1 〃 2-11-14-3

5 팽나무 1 두구동 1192-1 2-11-14-1

6 소나무 1 청룡동 546 2-11-16-0-2

7 팽나무 1 두구동 1210-1 2-11-14-2

2. 도시녹화사업 추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가로화단 조성, 주민쉼터

조성, 중앙분리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2011년도 조경녹화사업 현황

공 사 명 위 치 사 업 규 모 예산액
(백만원)

계 12개소 3,034

부곡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부곡초등학교 내

◦ 먼나무 등 6종 1,518주 등 식재

◦ 투수블록 포장 등 2종

◦ 등의자 등 설치

60

정관산업 도로변

도시숲조성공사

금정구 회동동

129번지

일원(회동동~철마간)

◦ 메타세쿼이어(B12) 외 2종 515주

◦ 은행나무 37주 이식
100

중앙대로

중앙분리화단(남산동)

조성

남산동13번지일원

◦ 느티나무 외2종 3,113주, 맥문동 식재

◦ 아스콘절단, 경계석 설치, 토양치환 등

◦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300

걷고싶은

숲길조성공사

청룡동 산1-5번지

일원

◦ 데크로드 설치 352m

◦ 편백 등 2종 650주 식재
400

수영강 상류 도시숲

조성

두구동 1520-1번지

(두구교~신천교)

◦ 자귀나무 외 10종 46,234주 식재

◦ 녹지 조성 1식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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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위 치 사 업 규 모
예산액
(백만원)

홍법사 일원

수영강상류

도시숲조성

두구동 1520-1번지

(홍법사~두구교)

◦ 자귀나무 외 10종21,655주 등 식재

◦ 자연석 쌓기 747m, 성토고르기 등
400

노상적치물 보관소
공원화 사업

금정구 구서동

936-19번지

◦ 느티나무 외 1종 21주 이식,

상록철쭉 1,450주 식재

◦ 마사토부설, 투수블록포장, 등의자등설치

34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두구동 1210-10번지

외 2개소
◦ 수목외과수술 및 영양제수간주사 등 10

상마공영주차장
대체녹지 조성

두구동 1520-12외

3필지

◦ 가시나무 외 13종 6,465주

◦ 벤치플륨관 외 6개 공종

◦ 메쉬휀스 외 6개 공종

450

부산과학고등학교
주변

도시숲조성사업
구서동 산4-2

◦ 가시나무 등 14종 250주,

상록철쭉 등 6종 12,550주 식재

◦ 디딤석 설치, 자연석 쌓기 등 설치

500

상마공영주차장
조경공사 청룡동435번지 일원

◦ 조형소나무 등 8종 90주 ,

꽃댕강나무 등 5종 12,064주 등 식재

◦ 마사토 치환, 폐기물 처리 등

250

범어사 회전교차로
일원 정비공사 청룡동 34(도) 일원 ◦ 조형소나무 3주, 먼나무 7주 식재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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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공 원 관 리

1. 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을 말하며, 도시공원의 종

류에는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소공원, 체육공원이 있다.

우리구에 조성된 도시공원은 어린이 공원 23개소,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묘지공원 1개소가 있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원 내 청소 및 제초작업 등으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신규

시설물 설치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공원 조성 현황 〉
(단위 : ㎡)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비 고

개 소 26 1 23 1 1

면 적 2,676,908 1,875,409 50,260 307 750,932

〈 2011 공원정비 및 관리 실적 〉

구 분 사업개요 집행액(천원)

계 277,001

공 원 관 리 수목전정, 제초 작업, 청소 등 91,157

공원시설물 정비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비 등 10,844

놀이시설물 교체 조합놀이대 등 5종 25점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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