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명 :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

용ㆍ관리 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3) 설치년도 : 2001년(조례제정일 2001.12.03.)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음식문화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2)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홍보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80,512 47,300 57,660 △10,360 70,152

(2) 재원조성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

수한 과징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지원기준

○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4) 지원대상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 식품위생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22,151 127,812 5,661 합  계 122,151 127,812 5,661

출연금
고유목적
사업비

4,200 5,400 1,200

보조금 18,000 25,300 7,300 융자금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기본경비 39,920 42,660 2,740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92,151 80,512 △11,639 예치금 67,231 70,152 2,921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000 2,0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10,000 20,000 10,000 기타지출 10,800 9,600 △1,20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2,000 22,000 10,000

210 경상적 세외수입 2,000 2,000 0

216 이자수입 2,000 2,000 0

216-01 공공예금이
자수입 2,000 2,000 0

2,000 ○적립금 이자

220 임시적 세외수입 10,000 20,000 10,000

228 잡수입 10,000 20,000 10,000

228-04 과징금및이행
강제금 10,000 20,000 10,000

20,000 ○식품위생위반 과징금

500 보조금 18,000 25,300 7,300

520 시도비보조금등 18,000 25,300 7,300

521 시도비보조금등 18,000 25,300 7,300

521-01 시도비보조
금등 18,000 25,300 7,300

25,300 ○시 교부금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92,151 80,512 △11,639

630 예치금회수 92,151 80,512 △11,639

631 예치금회수 92,151 80,512 △11,639

631-01 예치금회수 92,151 80,512 △11,639

80,512 ○만기 예치금

세 입 합 계 122,151 127,812 5,661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090 보건 44,120 48,060 3,940

093 식품의약안전 44,120 48,060 3,940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44,120 48,060 3,940

식품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 44,120 48,060 3,940

식품진흥기금 44,120 48,060 3,940

201 일반운영비 39,920 42,660 2,740

01 사무관리비 39,920 42,660 2,740

◦모범음식점표지판제작
110,000원＊20개 2,200

◦위생업무관련 홍보물제작
1,500원＊2,000부 3,000

◦남은음식포장용기구입
600원＊50개＊100개소 3,000

◦손살균 비누
10,000원＊500개소 5,000

◦남은음식포장용 봉투
600원＊50개＊100개소 3,000

◦세균오염도측정기보수및시약 1,400

- 측정기 보수   300

- 시약             5,500원＊200개 1,100

◦음식덜어먹는 앞접시 등 공동찬기
100,000원＊35개 3,500

◦환경친화적 식탁보 구입
120원＊300장＊100개소 3,600

◦주방 공개 화상 시스템
1,600,000원＊5개 8,000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반찬제공     
냉장시스템

500,000원＊10개
5,000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위생해충구제약품구입 
2,000원＊2,000개소 4,000

◦어린이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110,000원＊3개
330

◦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0,000원×3명×3회 630

301 일반보상금 4,200 3,900 △300

12 기타보상금 4,200 3,900 △300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보상금
100,000원×7건        7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단속활동보상
40,000원×8명×10일 3,200

307 민간이전 0 1,500 1,500

02 민간경상보조 0 1,500 1,500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지원 1,500

기타 78,031 79,752 1,721

기타 78,031 79,752 1,721

재무활동(환경위생과) 78,031 79,752 1,721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78,031 79,752 1,721

식품진흥기금 78,031 79,752 1,721

602 예치금 67,231 70,152 2,921

◦식품진흥기금예치금 70,152

802 반환금 기타 10,800 9,600 △1,200

03 과오납금 등 10,800 9,600 △1,200

◦행정심판․소송 패소 과징금 
반환금

8,000,000원×2건×0.6
9,600

세 출 총 계 122,151 127,812 5,66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출
연
금

국고
보조
금

도비
보조
금

차
입
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
목적
사업
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융
자
금

차입
금원
리금
상환

기타

Y-6년
(2005)
까지

379,448 245,388 10,183 123,877 240,285 240,285 139,163

Y-5
(2006)

26,004 4,593 21,411 42,452 42,452 △16,448

Y-4
(2007)

27,235 5,000 4,595 17,640 38,855 38,855 △11,620

Y-3
(2008)

60,083 19,440 5,027 35,616 50,773 50,773 9,310

Y-2
(2009)

49,013 17,925 2,000 29,088 77,267 77,267 △28,254

Y-1
(2010)

25,718 22,000 598 3,120 37,357 37,357 △11,639

2011
년도

47,300 25,300 2,000 20,000 57,660 5,400 42,660 9,600 △10,360

계 614,801 335,053 28,996 250,752 544,649 492,389 42,660 9,600 70,15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98,803 80,512 70,152 △10,360

예치금

소 계 98,803 80,512 70,152 △10,360

부산은행 98,803 80,512 70,152 △10,360

예탁금

소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