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1 - 945호

국가하천(만경강·전주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전라북도 전주시 국가하천(만경강⋅전주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이용객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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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목적
❍ 국가하천(만경강⋅전주천)의 하천시설물의 보호 및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취사‧야영‧낚시 행위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과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가꿔 깨끗한 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하천명

등 급

만경강 국가하천
전주천 국가하천

위
치
회포대교 ~ 화전보 (좌안)
(덕진구 전미동1가 173-1 ~ 덕진구 화전동 969)
삼천 합류부 ~ 만경강 합류부 (좌우안)
(완산구 서신동 737-1 ~ 덕진구 고랑동 1150)

연 장
6.5km
7.0km

나. 낚시 등 금지기간 및 금지행위
1) 금지기간 : 연중
2) 금지행위
- 야영행위, 취사행위, 낚시행위
- 그 밖의 하천 오염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등
※ 적용예외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

3.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

처분내용
「하천법」제9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천법」제46조 제6호 1) 1차 위반 100만원
2) 2차 위반 200만원
3) 3차 위반 300만원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금지지역에서의 쓰레기는 이용자 스스로 수거하여야 하며, 방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5. 공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04. 09. ~ 04. 29. (2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전주시청 걷고싶은도시과 생태하천팀
1)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서노송동)
대우빌딩 5층, 걷고싶은도시과(생태하천팀)
2) 팩 스 : ☎ 063-281-2619
7.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공청회 개최 : 계획 없음
다. 위치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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