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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건위생
1. 보건행정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32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구 건강

지원센터를 건립, 주민들의 공공보건기관 접근성 제고 및 이용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기반을 조성하였다.

가. 중구 건강지원센터 건립
중구 다운, 태화동 주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남구 삼호․무거동, 울주군 범서 굴

화․ 천상․구영리 주민들의 공공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 건강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중구 건강지원센터 건립 〉 (단위：㎡, 백만원)
명   칭 위    치 완공 시설규모 총사업비

중구 건강지원센터 중구 태화로 95 2013. 12
부지 : 883

(지상3층)
3,205

나.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사업 수행의 기초가 되는 건강통

계를 작성하고자 구․군별 만 19세 이상 성인 총 4,567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

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책임대학교에 위탁 수행하며 8~10월 3개월간 선

발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흡연․음주․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혈압․당뇨

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수준 등 총 250개 항목에 대하여 전자조사표(CAPI)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익년도 4월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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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
 건강행태

(단위：%)

구분 현재
흡연율

남자
현재 흡연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금연캠페인
 경험률

고위험
음주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 벨트착용률

울산 23.1 44.2 6.8 28.4 83.5 15.6 83.7 82.4

전국* 23.7 44.9 6.0 26.5 83.3 17.5 75.7 73.3

구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 저작불편호소율
(65세 이상)

점심식사 후 칫솔질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울산 20.5 41.9 24.1 43.7 65.9 20.5 3.6

전국* 20.5 40.2 24.5 44.5 63.8 29.2 5.8

주) *는 중앙값 :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데이터값

 이환 및 의료이용
(단위 : %)

구분
고혈압 평생의사진단경험률(30세 이상)

고혈압 약물치료율(30세 이상)
당뇨병  평생의사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당뇨병 치료율(30세 이상)
관절염 평생 의사진단경험률(50세 이상)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울산 17.3 90.3 6.7 89.1 17.5 9.6

전국* 18.6 88.8 7.3 86.7 20.7 13.6

주) *는 중앙값

 예방접종,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단위 : %)

구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연간 사고중독경험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울산 39.1 5.4 46

전국* 35.3 7.2 45.5

주) *는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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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농어촌 등 의료균형을 통한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병역법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

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배치하여 보

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2명, 보건소(지소) 22명, 민간병원

8명, 시립노인병원 1명, 보건단체 1명 등 총 34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 취약지

역에 배치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다.

라. 2014년 업무계획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감축 지침에 의거 민간병원 등에 우선 감축하고 의

료시설이 취약한 공공보건기관에 배치하여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중보건의사 28명이 배치되어있으나, 2014년도는 복무 만료

자 8명 중 7명이 충원되어 1명(민간병원 1명)이 감축됨에 따라 전공을 감안한 적

정배치로 순회진료 등 공중보건의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2. 의약관리
가. 의․약무관리
보건의료 정책 및 국민의료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확충과 아울러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감시를

실시, 관련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그리고 응급의료체계구축 및 지역

사회 정신보건사업추진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1) 의 ․ 약업소 현황
의료기관은 1,259개소, 약업소 1,504개소, 의료인력으로는 의료인 5,400명, 의료기사

2,063명, 의료유사업자 3,406명으로 총 10,8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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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 〉 (단위：개소)

계
의료기관 약 업 소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부속
의원 소계 약국 상비

약품
의약

도매상
한약

도매상
한약
업사 약업사 의료

기기
화장품

2,763 1,259 4 90 530 346 282 7 1,504 385 459 21 13 12 7 454 153

〈 의료인력 현황 〉 (단위：명)
계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유사업자
계 소계 의

사
치과의사

한
의
사

간
호
사

조
산
사

소계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의무

기록사 소계 간호
조무사

안
마
사

10,869 5,400 1,532 473 361 3,012 22 2,063 371 401 443 35 59 687 67 3,406 3,359 47

   2)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

의료기관 8개소 등 총 10개소가 24시간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

관의 의료기기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응 급 의 료 기 관 〉
지 역 계 응 급 의 료 센 터 지역응급 의료기관중 앙 권 역 전 문 지 역

울산 10개소 -
1개소

(울산대학병원)
-

1개소

(동강병원)

8개소

(울산, 제일, 중앙, 굿모닝,
울산시티병원 , 좋은삼정병원,
남울산보람, 서울산보람병원)

또한 심장마비 등의 응급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 대상으로 전문

요원에 의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단위：명) 
교     육     실     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099 2,383 9,240 9,118 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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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보건사업
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내소자 관리, 지역사회방문,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는 물론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시민 교육 홍보사업

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은 23개소 1,677병상으로 3,460명이 입원 외래 치료를 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등은 9개소에 1,117명이 입소 등록되어 있다.

〈 정신의료 ․ 요양기관 등 현황 〉 (단위：명, 개소)

계 정신의료기관
(개소/이용인원)

정신보건센타운영
(개소/등록인원)

사회복귀시설
(개소/등록인원)

알코올상담센터
(개소/등록인원)

정신요양시설
(개소/입소인원)

32/4,577
23/3,460

(1,677병상)
4/763 2/58 2/179 1/117

다. 치매예방관리 사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 치매 가족의 부담 증가 등으로 사회

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치매환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검진(6,230만원/735명) 및 치매환자 치료비지원사업(348,15

만원/1,212명),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 치매노인지원 실적 〉 (단위：회/명, 천원)
교육 및 홍보사업 검 진 실 적

치매
등록수

치료비지원수상담 교육
사업

치매
가족
모임

지원
사업 홍보사업 계 선별

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20,739/24,031 363/12,162 6/226 20/761 14/28,186 22,925 22,128 608 189 3,387 1,231

계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소계 기 금 분 권 지방비 소계 기금 지방비

426,026 77,870 31,148 15,574 31,148 348,156 174,078 174,078



제5장 복지행정

540 • 2014 시정백서

라. 2014년 업무계획 
2013년 기금 23억 3,628만 원, 분권 6억 7,531만 원, 시비 15억 6,777만 원 등 총

45억 7,936만 원의 예산으로 의약업소 2,787개소(의료기관 1,283, 약업소 1,504), 응

급의료기관 10개소, 정신보건시설 32개소(의료기관 23, 사회복귀시설 등 9)를 체계

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응급환자 신속 조치로 시민건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실시 등으로 환자 또는

가족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3. 감염병 관리
가. 감염병 예방관리
최근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은 특정 지역에 국한한 일시적 발생이 아닌 여러

지역에 걸쳐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해외 발생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

도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취약지역 감염병 집중관리와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모의훈련 및 국가적

격리병상과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실을 확보하였고,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입국자 추적 및 대량 환자관리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추적조사, 연중기동감

시․대응체계 구축 등 예방활동 강화 및 제1군감염병환자의 즉시 격리치료로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률 향상, 감염

병 매개곤충의 서식지 제거, 유충구제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 유형별 감염병 발생 〉  감염병 발생현황                                                                                    (단위：명)
계 1군 2군 3군 4군

2,628 15 1,822 783 8  
  국가격리병상 및 지역거점병원 현황

구분 국가격리병상(울산대학교병원)
지역거점병원

격리중환자실(서울산보람병원) 격리외래(동강병원)
병상 수

음압격리 5병상
일반격리 50병상

음압격리 3병상
격리진료실

격리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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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접 종 Ⅰ〉 (단위：명)
계 비시지 B형간염 DTaP 폴리오 DTap-IPV 뇌수막염 MMR 일본뇌염 수두 Td Tdap

272,030 2,866 37,219 36,596 24,685 23,915 43,182 25,332 51,790 13,911 6,993 5,541

〈 예 방 접 종 Ⅱ〉 (단위：명)
계 인플루엔자 페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108,592 67,768 39,470 812 542

〈 결 핵 관 리 〉 (단위：명)
계 BCG예방접종 검 진 수 신환자 등록관리자수

126,271 2,866 121,283 924 1,198

〈 모기유충조사 및 방제소독현황 〉 (단위：건)
계 모기유충조사 계 방제소독

대상시설 29,430 분무, 연막소독 22,379

조사실적 17,397 살균소독 3,395

발견실적 2,210 유충구제 10,348

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주거환경, 식생활 개선, 의료수준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교육상담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였다.

〈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 (단위：명,%)
구  분 등록관리 교육 및 상담 지속관리율

고 혈 압 24,428 158,818 99.6

당 뇨 병 8,093 52,704 99.7

이 상 지 질 혈 증 3,661 2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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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
성매개 감염병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방에 관한 올바른 지식결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개인 책임의식 부족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감염취약계층의 종

사자를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등 예방과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 〉 (단위 ： 명)
검                      진 등록관리

계 에이즈 기타 질병 에이즈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기타
32,853 10,257 12,564 5,265 - 4,767 - 96

라. 한센병 관리
한센병환자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최소화

하여 한센인의 재활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복

귀를 도모하고 있으며, 등록환자에 대한 무료진료와 정기 이동검진 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한 센 병(등록) 〉 (단위：명)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 주 군
104 11 11 7 62 13

마. 2014년 업무계획
감염병 퇴치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전액지원을 전 대상자에

게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하여 연중 비상 대응체계의

운영 유지, 감염병 발생상황의 지속적 감시․강화로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필요

한 정보제공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인위생수칙준수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감염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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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과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운영으로 고혈압, 당뇨병 유병율과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4. 건강증진
가.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금연 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기존 13개 개별사업으로 추진

하던 것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 신체활동, 영양, 절주에 대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위험행태를 개선시키고 건강

생활 실천의 필요성 인식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건강증진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업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였고 보건소 기술자문, 현장모니터링, 평가

등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사업추진 및 지원여건을 마련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및 음식점에서의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되

고 제정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시, 구․군에서는 음

식점, pc방, 공중이용시설 및 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 대숲, 버스승강장을 금연구역

으로 지정해 기간제 근로자 금연지킴이, 금연서포터즈 등을 운영하여 금연계도 홍

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 구․군 합동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금연환경조성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구․군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강화하여 흡연율 감

소를 유도하고 시민건강증진과 건강수명에 기여하였다.

〈 금연구역 현황 및 적발건수 〉                                                                               (단위：명)
금연구역 현황 과태료 부과건수

계 공중이용시설 공공장소 계 금연시설 흡연자

15,048 14,920 128 95 1 94

                              〈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                                                                               (단위：명, %)
등록자수 4주 금연자수 6주 금연자수 12주 금연자수 6개월 금연자수 6개월 금연율

9,360 7,309 7,056 5,785 4,623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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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

력 향상으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

고 등록관리 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으로 상담․교육․치료 등 건강관리 서비

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

의 건강보호, 질병예방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

강수명 연장에 기여하였다.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적 〉 (단위：명, 가구, 회)
방문전담인력 방문사업

관리가구수
방문

서비스제공
1가구당 서비스 

제공 횟수
45 20,572 87,605 4.3

다. 암 관리사업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

사업 및 교육․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

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여 시민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울산대학교병원이 울산지역암센터로 지정되어 최첨단시설인 트루빔을 구입하고 인

력을 보강하는 등 지역거점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체계적인 암관리 사업 추진으로

지역 암환자 치료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 암 조기검진 실적 〉 (단위：명)
계 위   암 유 방 암 자궁경부암 대 장 암 간   암

149,730 47,279 29,001 35,085 34,479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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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의료비지원 실적 〉 (단위：명, 백만원)
계 소아암 ․ 백혈병 성인암 환자 폐암환자

인원 금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789 727 69 287 561 281 159 159

라.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대의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모르는 상당수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있다. 이러한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만성신부전

증, 혈우병, 근육병 등 134종 질환에 대해 420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12억 86

백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혜택과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과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마. 구강보건사업
식생활의 서구화로 구강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경제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관리 체계 강화로 시민의 구

강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초등학교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과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을 예

방 하고자 불소용액양치를 6,410명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 학교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이용하여 구강보건교육을 55,936명에게 실시하였다. 특히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232명에게 의치보철을 제공하여 저작기능 회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시민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590,517명에게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여 충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또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어린

이구강연극제, 잇솔질 콘테스트, 충치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구강보건 행사로 시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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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강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치료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비만,

빈혈 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통해 성인병으로 이환을 차단

토록하여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 무료 건강검진사업 〉 (단위：명)

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저소득
시민검진

학생검진
계 빈혈검진 비만검진

29,547 212 318 8,203 20,814 7,812 13,002

사. 한방보건사업
의료소외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한방 무료진료실을 운영하여 21,566명

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 주민의 중풍, 치매 등의 만

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인 한방건강교실, 중풍예방교실, 한방순회보건교육,

기공체조교실 운영에 9,714명이 참여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질병의 악화방지 등

시민들의 한방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

흡연자를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9회차 금연상담 서비스제

공, 행동요법안내, 금연보조제 지급 등을 통하여 6개월 금연 성공률을 49.6%까지

높이고 금연구역 조기정착을 위하여 간접흡연예방 홍보교육, 금연구역 실태조사

및 시, 구․군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년 6회 이상 실시하는 등 금연환경조성

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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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를 위해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등록관리 12,400가구 목표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

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방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체계적인 암관리를 위해 울산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암관리사업, 암예방 교

육․홍보사업, 첨단방사선치료기(트루빔) 운영 등으로 암 예방 및 암 조기발견 암

등록 관리 및 암발생 진단과 치료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대하여 약 11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

득층, 영유아, 학생 등 31,409명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 65

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의치(틀니)를 197명 장착하고 충치예방을 위한 다양

한 구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위생정책
가. 식품 ․ 공중위생관리

   1)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좋은식단 실천, 모범 및 전통 향토음식점 지정 정비,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태화강 둔치에서 울산MBC가 주관

하여 웰빙 의·식·주, 체험, 강연, 경연대회, 영양체험관 등 웰빙라이프 울산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7만여 명이 관람하였다. 제8회 울산광역시장배

전국요리경연대회와 제과제빵경진 대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좋은식단 실천 홍보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단제 이행을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

에 노력하였으며, 전통 향토음식점 13개소에 대하여는 자외선 오존 살균수저통,

칼․도마․행주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였다.

울산을 찾는 외래객들을 위하여 맛집과 관광을 함께 소개하는 “울산관광 맛지

도” 1만부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울산역 등에 배부 활용토록 하였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10개소 2

억 7,300만 원을 융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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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에 대한 신규영업자 및 기존영업자 교육을 199회 22,871명을 실시하

여 위생종사자의 위생의식 함양에 노력하였다.

〈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 (단위：개소)

계 일  반음식점 휴  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영  업 위탁급식영    업 집  단급식소
18,644 13,195 1,814 1,269 534 304 391 1,137

〈 식품제조 ․ 가공 ․ 소분 판매업소 등 〉                                                                                 (단위：개소)

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
보존업

건강
기능식품

5,241 234 1,720 28 27 1,542 24 6 1,660

〈 ’13년도 기금운용 실적 〉 (단위：백만원)

전년도 
이 월

수 입 액 지  출  액 잔액
(적립)계 과징금 이자 융자금

회  수 계 유해식품
감시활동

교육홍보
사 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위생관리개선융자사    업
1,550 994 248 41 705 416 14 38 74 290 2,128

   2) 공중위생 위생수준 향상
이용업, 미용업, 피부미용업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

610개소(이용업37, 미용업374, 피부미용업126)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 부착 및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으며,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3,013명 실시하였다.

〈 공 중 위 생 영 업 〉 (단위：개소)

계 숙  박 이 용 미          용 목욕장 세 탁미용 종합 일반 피부
4,589 762 454 103 87 2,033 371 221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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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용역업 등 〉                                                                                 (단위：개소)
계 위생관리용역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공중이용시설
533 317 13 6 197

   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기존 울주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에서 동구에 확대하여 2개소를 운

영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에 각각 위탁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등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 162개소 7,979명에 대하여 영양, 위

생관리를 담당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대상 어린이 영양교육을 20개 학교 3,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영양교육에 노력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식생

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성여고, 성광여고, 성신고의 학교매점 3개소를 건

강매점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건강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과일을 판매하여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였다.

〈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실적 〉
등록현황 급식관리지원 현황 교 육 지 원

유치원 보육시설 식 단
제 공

레시피
제  공

가  정
통신문

방  문
컨설팅 기 타 홍 보 집합 방문 기타

2개소/

276명

160개소/

7,703명
3,544회 7,665명 2,225회 381회 3,203회

64회/

311명

1,346회/

1,3451명

607회/

1,444명

나. 2014년 주요업무계획
   1) 위생업소 수준 향상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사업비로 6억 원을

예산편성하고,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4 뷰티페스티벌 행사와 2014 웰빙라

이프 행사를 9월에 개최하며,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

식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3월과 6월에 외식업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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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숙박업, 목욕장,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대상으로 위생서비스평가를 실

시하여 최우수평가업소에 대하여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하여 건강매점의 내실화를 기하고 초등학교 4, 5, 6

학년 어린이 대상으로 학교별 신청을 받아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기존운영중인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하고 중구, 남구 2개소의 급식센터

를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주변의 식품안전보호구역 237개소

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다.

6. 식품안전관리
가.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방향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위하여 위생관리

사각지대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문제 있는 수입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인·허가, 제조·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원인조사반 운영, 오염 지하수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 운영 및

오염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

하고 악덕·상습적인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 식품접객업소 관리
위생업소 수준 향상은 시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외식욕구 증가로 가족과

직장은 물론, 각종 모임장소로 널리 이용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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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고 깨끗한 분위기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과 음식 재사용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홍보·계도 실시, 유흥·단란

주점에 대한 퇴폐․변태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올바른

음식문화와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점검실적은 다음과 같다.

〈 식품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 〉 (단위：개소)

점 검
업 소

위     반     업     소
계 시설

위반
퇴폐
변태

청소년
관련 위반

건강진단 
미   필

보존 및 유통기준 위생적 취급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11,707 506 102 36 61 41 19 47 172 28

조   치   내   역
계 허가취소

(영업장폐쇄)
영업
정지

시설
개수

시정
지시 과태료 과  징  금

건 수 금 액(만원)
506 137 182 10 45 132 52 25,730

 다. 식중독 예방 관리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 김밥 등 패스트푸드 식중독균 검사,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옥외 대형 LED전광판 및 시내버스 동영상 광고, 회센터 등 회 취

급 식중독 취약 영세업소에 대해 살균·소독제 구입 배부,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중

관리업소 1,243개소에 대해 년 2회 점검, 부적합 66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다.

〈 집 중 관 리 업 소 〉 (단위：개소)

계
업    소    형    태

학교
급식소

기업체 등 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   설
청소년
수련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1,243 239 486 103 264 40 2 109

2013년도에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수는 6건 120명이 발생하였으며, 우리시의

식중독 발생 추이를 보면 종전 집단급식소 위주로 발생하였으나, 영세 횟집, 결혼

식장 뷔페 등에서 발생하는 추세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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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중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 센터, 결혼식장 뷔페 등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과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하여 식중독이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식 중 독 발 생 〉 (단위：건/명)
장    소    별 계    절    별

계 음식점 학교 기업체 기타 계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6/120 5/62 1/58 - - 6/120 1/9 2/46 1/58 2/7

라. 식품제조 ․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
안전식품 제조와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및 재래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위해식품과 명절 성

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 식품제조 ․ 가공업소 점검 및 조치 〉 (단위：개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계 시설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 자가품질위    반 건강진단미    필 영업자준수사항 기타

272 47 4 1 6 2 5 10 19

행     정     처     분
계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품목정지 과태료 시설개수 시정지시
47 4 13 3 17 4 6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소 점검 및 조치 〉 (단위：개소)

점검업소
위      반     업     소

계 시설위반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건강진단미    필 자가품질위    반 기타
496 24 6 6 2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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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분
계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 과태료 시정지시
24 6 8 1 9 -

또한, 위해식품으로 인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

하여 유통과정에서 부패․변질 우려가 많은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엽경채소류 등

중점 수거대상 품목을 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다.

〈 유통식품 및 농 ․ 축 ․ 수산물 수거 검사 〉                                                                                   (단위：건)

검사건수
검사결과 부적합 조치

적 합 부적합 관할기관
처분의뢰

경매 전 농산물 
폐기 및 반입금지

행 정 처 분 
및 행정지도

3,261 3,229 32 10 8 14

특히, 식품위생 감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민간 인력을 활용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위생업무 지도․점검 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 제고에 노력하였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감시활동 〉
(단위：명, 개소, 건, 만원)

구    분 위촉인원 활동횟수 점검업소 위반조치 활동비지급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27 2,205 16,577 260 10,072

마. 2014년 업무계획
위해식품 제조․판매 행위,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등 효율적인 지도·점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진

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로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집중관리업소인 학교·사회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와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한 각종 식중독 사고와

오염된 수질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대응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