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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서울추진본부  

개    요

□ 조  직 : 4반(맑은서울총괄반, 맑은서울사업반, 맑은서울관리반, 맑은서울교통반)

□ 인  력 : 78명(2급 1명, 4급 4명, 5급이하 73명)

□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일반회계

소    계 198,128 100.0 129,904 100.0 68,224 52.5

인 건 비 4,227 2.1 - - 4,227 -

기본경비 731 0.4 75 0.1 656 874.7

사 업 비 191,948 96.9 129,829 99.9 62,119 47.8

기    타 1,222 0.6 - - 1,222 -

기관임무

 자동차 저공해화와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으로 파란하늘, 푸른도시, 맑은서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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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 미세먼지 오염도 ㎍/㎥ 55 53 50 48 46

∘ 이산화질소 오염도 ppm 0.033 0.032 0.031 0.029 0.028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대 35,000 49,671 43,905 36,367 34,457

대기질개선 ∘ 천연가스 차량 보급 대 1,043 1,107 1,685 1,541 916

∘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 천대 600 1,000 1,500 1,800 2,000

∘ 대기오염측정소 노후기기 교체 대 10 9 13 8 8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 천대 1,000 1,050 1,100 1,15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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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체계                                               예산규모  

                           

·

··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Ⅱ』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
 오염물질 원천적 저감
  ⇒ 성과목표 1,  주요사업 5

(맑은서울교통반)

『전략목표Ⅰ』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
발생량 저감

 ⇒ 성과목표 1,  주요사업 7
(맑은서울사업반)

  
『전략목표Ⅳ』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질 개선 기반 구축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6

(맑은서울총괄반)

『전략목표Ⅲ』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

주변 환경개선

  ⇒ 성과목표 3,  주요사업 7

 (맑은서울관리반, 맑은서울사업반)

전략목표   4건

성과목표 7건

주요사업  25건 198,128

일반예산(3.1%)

전략 Ⅰ :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 발생량

 저감(91.3%)

전략Ⅱ :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 오염물질
 원천적 저감(0.7%)

전략 Ⅲ :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2.3%)

전략 Ⅳ :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질 개선

 기반구축(2.6%)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X 22,884)
68,224 198,128 129,904

(X 87,955) (X 65,071)

맑은서울추진본부

(X 22,934)
55,998 181,002 125,004

(X 87,955) (X 65,021)

전략목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

(X 22,934)
55,998 181,002 125,004

(X 87,955) (X 65,021)

성과목표 1-1: 운행차량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대) 35,000 49,671 43,905 저공해화 추진실적 확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대) 150 180 120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실적 확인

-CNG차량 보급(대) 1,043 1,107 1,685 CNG 버스·마을버스·청소차 보급실적 확인

-CNG충전소 확보(개소) 6 8 5 CNG충전소 확보실적 확인

-바이오디젤(BD20) 시범사용 기관(사용량) - 7개기관(702㎘) 7개기관(350㎘) 바이오디젤 보급실적 확인

-399 1,314 1,713전략목표 2: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적 저감

-399 1,314 1,713성과목표 2-1: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추진(%) 10% 50% 100% 추진실적 확인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80% 100% 추진실적 확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천대) 600 1,000 1,500 등록대수 확인

1,639 4,541 2,902전략목표 3: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

1,578 4,108 2,530성과목표 3-1: 일반 대기환경 관리

-대기오염측정소 노후기기 교체(대) 10 9 13 노후기기 교체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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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개소) 10,000 10,000 10,000 지도·점검 실적 확인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청색등급 점유율) 90.4% 90.5% 90.5% 청색등급 점유율 확인

-VOC 배출시설 지도·점검 개소수(연1회 이상) 738개소 738개소 738개소 지도·점검 실적 확인

0 0 0성과목표 3-2: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달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달성률(%) 72 75 7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달성 여부 확
인

61 433 372성과목표 3-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 1,000천대 1,050천대 1,100천대 점검실적 확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적 915천대 950천대 930천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수 확인

-저공해장치 부착 자동차 사후점검(점검률) 5천대 12천대(30%) 22천대(30%) 점검대수(점검대수/총 부착차량) 확인

(X -50)
4,881 5,091 210

(X 50)

전략목표 4: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질 개선 기반 구축

(X -50)
3,582 3,732 150

(X 50)

성과목표 4-1: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친환경에너지시설 설치 10kw 330kw 500kw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실적 확인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업무 진도율 누계) - 승인(20%) 등록(60%)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업무 추진진도 확인

1,299 1,359 60성과목표 4-2: 대기환경 개선기반 강화 및 오염도 개선

-미세먼지 오염도(㎍/㎥) 55 53 50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이산화질소 오염도(ppm) 0.033 0.032 0.031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6,105 6,180 75전략목표 9: 일반예산

6,105 6,180 75성과목표 9-9: 일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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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단 명 세 서



맑은서울추진본부 129,903,720 198,127,585 68,223,865

(X65,070,909) (X87,954,635) (X22,883,726)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전략목표 : 125,003,500 181,001,953 55,998,453
(X65,020,909) (X87,954,635) (X22,933,726)

운행차량 저공해화성과목표 : 125,003,500 181,001,953 55,998,453
(X65,020,909) (X87,954,635) (X22,933,72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대) 35,000 49,671 43,905 저공해화 추진실적 확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대) 150 180 120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실적 확인

CNG차량 보급(대) 1,043 1,107 1,685 CNG 버스·마을버스·청소차 보급실적 확인

CNG충전소 확보(개소) 6 8 5 CNG충전소 확보실적 확인

바이오디젤(BD20) 시범사용 기관(사용량) - 7개기관(702㎘) 7개기관(350㎘) 바이오디젤 보급실적 확인

0201 저공해 자동차 보급 3,889,500 3,813,400 -76,100
(X 3,559,500) (X 1,906,700) (X-1,652,800)

1,293,400(11-2252-210-402-01) 민간자본보조

1,293,400  ㅇ저공해 자동차 구매

1,293,400,000원 1,293,400    · 마을버스 64대, 기타차 105대 (X646,700)

1,400,000(11-225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00  ㅇ저공해자동차 보급추진

100대*14,000,000원 1,400,000    ·하이브리드차 보급 (X700,000)

1,120,000(11-225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20,000  ㅇ저공해자동차 보급추진

80대*14,000,000원 1,120,000    ·하이브리드차 보급 (X560,000)

0202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121,114,000 156,304,370 35,190,370

(X 61,461,409) (X 77,931,935) (X16,470,526)

440,500(11-2252-122-201-01) 일반운영비

166,000  ㅇ친환경녹색표지 부착

100,000개*1500원 150,000    ·제작비(대형)

80,000개*200원 16,000    ·제작비(소형)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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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12회 12,000  ㅇ저공해사업물품,행사,현황판 등

260,000  ㅇTV광고 및 일간지 광고비

14,000,000원*10회 140,000    ·TV

10,000,000원*3회*4개사 120,000    ·일간지

2,500  ㅇ저공해사업 차량 운행관리

125,000원*1대*12월 1,500    ·유류비

1,000,000원 1,000    ·보험료

155,863,870(11-2252-210-402-01) 민간자본보조

155,863,870  ㅇ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103,847,870,000원 103,847,870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X51,923,935)

47,482,000,000원 47,482,000    ·저공해 엔진개조 (X23,741,000)

4,534,000,000원 4,534,000    ·조기폐차 지원 (X2,267,000)

0204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0 20,701,183 20,701,183
(X 0) (X 8,116,000) (X8,116,000)

18,151,183(11-2252-210-402-01) 민간자본보조

15,932,000  ㅇ천연가스 버스보조금

9,032,000,000원 9,032,000    ·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400대) (X4,516,000)

6,600,000    ·연료비 보조금

500,000,000원*12월 6,000,000      -이동충전소시설 보조 (X3,000,000)

200,000,000원*2회 400,000      -공차거리 보조금 (X200,000)

100,000,000원*2회 200,000      -경유·천연가스 차이 보조금 (X100,000)

3,000,000원*100대 300,000    ·조기대폐차 지원금

1,619,183  ㅇ천연가스버스 도입업체 시책지원금

10,300원*360일*400대 1,483,200    ·타충전소이용 운수종사자 특별수당

63,784원*82대*360일*0.042 79,082    ·CNG버스보유 상위업체 시책지원금

63,784원*118대*0.042*180일 56,901    ·CNG버스40대이상 구입업체 시책지원금

600,000  ㅇ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60,000,000원*6대 360,000    ·11톤급 차량구입 (X180,000)

30,000,000원*8대 240,000    ·5톤급 차량구입 (X120,000)

2,550,000(11-2252-220-501-01) 민간융자금

300대*8,500,000원 2,550,000  ㅇ구입융자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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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0 133,000 133,000

133,000(11-2252-220-401-01) 시설비

133,000,000원 133,000  ㅇ저장 및 주유설비 설치

0206 매연저감장치 관련 사후 공동관리 추진 0 50,000 50,000

50,000(11-2252-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000원 50,000  ㅇ매연저감장치 부착 사후 공동관리 추진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적 
저감

전략목표 : 1,713,000 1,313,765 -399,235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성과목표 : 1,713,000 1,313,765 -399,23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추진(%) 10% 50% 100% 추진실적 확인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80% 100% 추진실적 확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천대) 600 1,000 1,500 등록대수 확인

0401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 668,000 512,410 -155,590

18,000(11-2254-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18,000,000원 18,000  ㅇ승용차 요일제 현장 점검

119,410(11-2254-122-201-01) 일반운영비

80원*60,000장 4,800  ㅇ승용차요일제 종이스티커 제작

1,000원*100,000개 100,000  ㅇ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제작

250,000원*15개구 3,750  ㅇ평가 우수구 상패 제작

6,000원*160매 960  ㅇ승용차요일제 유공자 표창장 제작

330원*30,000장 9,900  ㅇ승용차요일제 우편송달

375,000(11-2254-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5,000,000원*25개구 375,000  ㅇ자치구 승용차요일제 추진 행사 및 홍보비 지원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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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 945,000 531,355 -413,645

31,355(11-2254-122-201-01) 일반운영비

23,675  ㅇRFID 시스템 유지관리

17,072,000원 17,072    ·통신장비 및 회선유지

82,530,000원*12%*8/12 6,603    ·프로그램 유지

10,000원*8개소*12월 960  ㅇ리더기 전기사용료

70,000원*8회선*12월 6,720  ㅇ리더기 통신회선사용료

500,000(11-2254-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원*500,000개 500,000  ㅇRFID 전자태그 구매, 교체

0403 교통수요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0 70,000 70,000

70,000(11-2254-220-207-01) 용역비

70,000,000원 70,000  ㅇ교통수요관리제도 개선 연구

0404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실행방안 연구 0 100,000 100,000

100,000(11-2254-220-207-01) 용역비

100,000,000원 100,000  ㅇ경유차량 도심진입제한 실행방안 연구용역

0406 서울 차없는 날 운영 0 100,000 100,000

25,000(11-2254-122-201-01) 일반운영비

25,000,000원 25,000  ㅇ신문공고 등 대시민 안내

50,000(11-2254-122-201-02) 행사운영비

50,000,000원 50,000  ㅇ자전거묘기, 걷기대회 등 프로그램 운용

25,000(11-2254-22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0원*25개구 25,000  ㅇ자치구별 '차없는날' 행사 추진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전략목표 : 2,902,000 4,541,004 1,639,00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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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기환경 관리성과목표 : 2,530,000 4,107,771 1,577,77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대기오염측정소 노후기기 교체(대) 10 9 13 노후기기 교체대수 확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개소) 10,000 10,000 10,000 지도·점검 실적 확인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청색등급 점유
율)

90.4% 90.5% 90.5% 청색등급 점유율 확인

VOC 배출시설 지도·점검 개소수(연1회 이상) 738개소 738개소 738개소 지도·점검 실적 확인

0301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2,530,000 1,760,000 -770,000

1,760,000(11-2253-220-401-01) 시설비

1,760,000  ㅇ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200,000,000원*4개소 800,000    ·일반대기측정소 기기교체(4개소)

200,000,000원*3개소 600,000    ·도로변측정소 기기교체(3개소)

180,000,000원*2개소 360,000    ·휘발성유기화합물 기기교체

0304 대기오염 측정장비 보강 0 1,664,000 1,664,000

1,664,000(11-2253-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00,000원 170,000  ㅇX-ray 형광광도계

32,000,000원 32,000  ㅇ먼지샘플러

30,000,000원 30,000  ㅇ가시거리측정기

30,000,000원*6식 180,000  ㅇPM2.5측정기

28,000,000원 28,000  ㅇTHC측정분석기

55,000,000원 55,000  ㅇGC/TD(시료전처리장치)

50,000,000원 50,000  ㅇPM10 Air Sampler

27,000,000원 27,000  ㅇPortable O3 Analyzer

192,000,000원 192,000  ㅇ입도분석기

900,000  ㅇ중앙차로 대기질오염도 조사장비

145,000,000원*4식 580,000    ·측정장비(4식)

50,000,000원*4대 200,000    ·탑재차량(4대)

60,000,000원*2대 120,000    ·이동식 교통량 측정기(10차선용)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5 맑은서울추진본부



0306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확대 0 500,000 500,000

500,000(11-2253-220-401-01) 시설비

250,000,000원*2개소 500,000  ㅇ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0307 대기오염측정소 보수 0 25,000 25,000

25,000(11-2253-220-401-01) 시설비

5,000,000원*5개소 25,000  ㅇ측정소 보수공사

0308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개선 및 정보통합관리 0 158,771 158,771

158,771(11-2253-220-207-02) 전산개발비

158,771,000원 158,771  ㅇ대기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성과목표 : 372,000 433,233 61,23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 1,000천대 1,050천대 1,100천대 점검실적 확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적 915천대 950천대 930천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수 확인

저공해장치 부착 자동차 사후점검(점검률) 5천대 12천대(30%) 22천대(30%) 점검대수(점검대수/총 부착차량) 확인

0303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운영 372,000 275,233 -96,767

111,000(11-2253-122-201-01) 일반운영비

30,875,000원 30,875  ㅇ차량유지비

46,370,000원 46,370  ㅇ단속장비 유지관리

6,000,000원 6,000  ㅇ법정검사비

3,600,000원 3,600  ㅇ인쇄비

5,750,000원 5,750  ㅇ단속원피복비

6,300,000원 6,300  ㅇ단속보조금

12,000,000원 12,000  ㅇ시스템유지관리

105,000원 105  ㅇ법정교육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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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33(11-2253-122-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000원*42명*12월 40,320  ㅇ월봉급액

460,000원*42명*50% 9,660  ㅇ피복비

88,000원*42명*12월 44,352  ㅇ중식비

35,200원*42명*12월 17,741  ㅇ교통비

40,000원*42명*12월 20,160  ㅇ여비

30,000(11-2253-122-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000원*2명*10개반*8일*10월 16,000  ㅇ민간환경단체단속원보상금

4,000  ㅇ매연차량신고보상금

5,000원*500명 2,500    ·공중전화카드

3,000원*500명 1,500    ·공중전화카드

10,000,000원 10,000  ㅇ민간환경단체 단속원 보상

2,000(11-2253-122-305-01) 배상금등

2,000,000원 2,000  ㅇ단속차량파손손실보전

0309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보강 0 158,000 158,000

158,000(11-2253-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8,000  ㅇ매연측정용 장비 구매

13,000,000원*2대 26,000    ·매연측정기

4,000,000원*2대 8,000    ·CO/HC측정기

35,000,000원*3대 105,000    ·비디오측정기

19,000,000원*1대 19,000    ·비디오단속용 및 사후관리차량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질 개
선 기반 구축

전략목표 : 210,000 5,091,040 4,881,040

(X50,000) (X0) (X-50,000)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성과목표 : 150,000 3,732,000 3,582,000
(X50,000) (X0) (X-5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친환경에너지시설 설치 10kw 330kw 500kw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실적 확인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업무 진도율 누계) - 승인(20%) 등록(60%)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업무 추진진도 확인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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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2차) 50,000 200,000 150,000
(X 50,000) (X 0) (X-50,000)

200,000(11-2251-210-207-01) 용역비

200,000,000원 200,000  ㅇ서울시기후지도제작 연구용역

0102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100,000 3,470,000 3,370,000

3,426,000(11-2251-220-401-01) 시설비

3,426,000,000원 3,426,000  ㅇ 태양광·지열에너지 시설 보급

44,000(11-2251-220-401-03) 시설부대비

44,000,000원 44,000  ㅇ 태양광·지열에너지 보급 시설부대비

0103 온실가스 배출권확보 사업 0 50,000 50,000

50,000(11-2251-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000원 50,000  ㅇ 온실가스배출권 확보

0110 기상관측장비 표준화 검정 추진 0 12,000 12,000

8,000(11-2251-122-201-01) 일반운영비

8,000,000원 8,000  ㅇ 기상관측장비검정·교정수수료

4,000(11-225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원*10개 4,000  ㅇ 디지털온습도계 구입

대기환경 개선기반 강화 및 오염도 개선성과목표 : 60,000 1,359,040 1,299,04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미세먼지 오염도(㎍/㎥) 55 53 50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이산화질소 오염도(ppm) 0.033 0.032 0.031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0107 맑은서울2010 특별대책 경제성 평가 0 200,000 200,000

200,000(11-2251-122-207-01) 용역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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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원 200,000  ㅇ맑은서울특별대책 효과분석 용역

0108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연구단 운영 0 152,040 152,040

72,040(11-2251-122-201-01) 일반운영비

70,000원*20명*12회 16,800  ㅇ 맑은서울시민위원회 회의수당

70,000원*11명*12회 9,240  ㅇ 맑은서울연구단 회의수당

10,000,000원 10,000  ㅇ 토론회 및 공청회 장소임차

26,000,000원 26,000  ㅇ 사업평가회 보고서 제작 등

10,000,000원 10,000  ㅇ 맑은서울연구단과연대사업

50,000(11-2251-122-301-07) 민간인국외여비

2,000,000원*25명 50,000  ㅇ 선진국 대기관리실태 견학

20,000(11-2251-122-301-10) 행사실비보상금

10,000,000원 10,000  ㅇ 맑은서울 토론회 및 공청회등

10,000,000원 10,000  ㅇ 맑은서울연구단 활동(여비)

10,000(11-2251-122-301-12) 기타보상금

10,000,000원 10,000  ㅇ 맑은서울연구활동 검토

0109 맑은서울추진 업무담당 워크숍 개최 0 7,000 7,000

7,000(11-2251-122-201-01) 일반운영비

7,000,000원 7,000  ㅇ 맑은서울업무담당자 워크샵

0111 서울시 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0 500,000 500,000

500,000(11-2251-220-207-01) 용역비

500,000,000원 500,000  ㅇ서울시 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0311 미세먼지 관리 및 원인분석 용역 0 500,000 500,000

500,000(11-2253-220-207-01) 용역비

500,000,000원 500,000  ㅇ미세먼지 관리 및 원인분석

일반예산전략목표 : 75,220 6,179,823 6,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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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산성과목표 : 75,220 6,179,823 6,104,60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901 인건비 및 수당 0 4,226,336 4,226,336

2,183,332(11-2251-110-101-01) 기본급

1,732,727  ㅇ 일반직(61명)

72,291,000원*1명*1.016 73,448    · 2급

56,356,000원*4명*1.016 229,031    · 4급

2,748,500원*10명*12월*1.016 335,098    · 5급

2,284,600원*21명*12월*1.016 584,931    · 6급

1,755,800원*22명*12월*1.016 470,948    · 7급

1,231,300원*1명*12월*1.016 15,013    · 8급

994,800원*2명*12월*1.016 24,258    · 9급

311,282  ㅇ 기 능 직(15명)

2,375,800원*1명*12월*1.016 28,966    · 6등급

2,092,700원*2명*12월*1.016 51,029    · 7등급

1,726,900원*7명*12월*1.016 147,381    · 8등급

1,376,400원*5명*12월*1.016 83,906    · 9등급

145,127,500원*0.96 139,323  ㅇ 정근수당

608,347(11-2251-110-101-02) 수당

386,130  ㅇ 시간외근무수당

316,603    · 일반직(56명)

9,471원*10명*59시간*12월*1.016 68,128      - 5급

8,036원*21명*59시간*12월*1.016 121,391      - 6급

7,210원*22명*59시간*12월*1.016 114,100      - 7급

6,461원*1명*59시간*12월*1.016 4,648      - 8급

5,794원*2명*59시간*12월*1.016 8,336      - 9급

69,527    · 기능직(15명)

8,036원*1명*59시간*12월*1.016 5,781      - 6등급

7,210원*2명*59시간*12월*1.016 10,373      - 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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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원*7명*59시간*12월*1.016 32,534      - 8등급

5,794원*5명*59시간*12월*1.016 20,839      - 9등급

25,088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56,400원*76명*0.19*4회 3,258    · 중학교

422,400원*76명*0.17*4회 21,830    · 고등학교

48,154  ㅇ 가족수당

30,000원*76명*0.80*12월 21,888    · 배우자

20,000원*76명*1.44*12월 26,266    · 기타가족

77,760  ㅇ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10명*12월 15,600    · 25년 이상

110,000원*25명*12월 33,00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16명*12월 15,36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15명*12월 10,80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5명*12월 3,000    · 5년 - 10년 미만

25,300  ㅇ 특수업무수당

22,800    · 기술업무수당

50,000원*7명*12월 4,200      - 기술업무수당(5급)

30,000원*30명*12월 10,800      - 기술업무수당(6~7급)

20,000원*3명*12월 720      - 기술업무수당(8급)

30,000원*17명*12월 6,120      - 기술자격증수당(기사)

20,000원*4명*12월 960      - 기술자격수당(산업기사)

40,000원*1명*12월 480    · 자동차운전수당

30,000원*76명*12월*1.248%*3*0.8 820    · 업무대행수당

50,000원*2명*12 1,200    · 전산수당(3년이상)

1,741,530,000원*0.49*4.8% 40,961  ㅇ 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4명*12월 2,400  ㅇ 모범공무원수당

400,000원*76명*12월*0.7% 2,554  ㅇ 육아휴직수당

118,560(11-225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76명*12월 118,560  ㅇ정액급식비

116,400(11-2251-110-101-04) 교통보조비

116,400  ㅇ교통보조비(67명)

140,000원*10명*12월 16,800    · 5급

130,000원*50명*12월 78,000    · 6,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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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원*15명*12월 21,600    · 8급 이하

174,153(11-2251-110-101-05) 명절휴가비

145,127,500원*120% 174,153  ㅇ명절휴가비

290,255(11-2251-110-101-06) 가계지원비

145,127,500원*200% 290,255  ㅇ가계지원비

55,540(11-2251-110-101-07) 연가보상비

55,540  ㅇ연가보상비

30,699,583원*1/30*10일*70% 7,164    · 연봉계약제

145,127,500원*1/30*10일 48,376    · 월급제

75,603(11-2251-110-101-08) 기타직보수

75,603  ㅇ계약직(2명)

65,916    · 기본급(연봉)

34,673,000원*1명*1.016 35,228      - 나급

30,204,000원*1명*1.016 30,688      - 다급

9,687    · 수당

9,035      - 시간외 근무수당

12,559원*12월*59시간*1.016 9,035       = 시간외수당

536      - 가족수당

30,000원*2명*12월*0.35 252       = 배우자

20,000원*2명*12월*0.59 284       = 기타가족

116      - 자녀학비 보조수당

56,400원*0.03*2명*4회 14       = 중학교

422,400원*0.03*2명*4회 102       = 고등학교

29,540(11-225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29,540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25,128원*4명*248일 24,927    · 인부임

2,300원*4명*248일 2,282    · 중식비

25,128원*4명*248일*93.48/1,000 2,331    · 4대보험료

145,128(11-2251-121-303-01) 포상금

145,127,500원 145,128  ㅇ성과상여금

348,717(11-2251-121-304-01) 연금부담금

258,418  ㅇ 연금 부담금

1,958,613,000원*11.601% 227,219    · 일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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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95,000원*11.601%*0.73 31,199    · 연봉제,계약직

84,929  ㅇ 퇴직수당 부담금

1,958,613,000원*3.8126% 74,675    · 일반대상자

368,395,000원*3.8126%*0.73 10,254    · 연봉제,계약직

5,370  ㅇ 재해보상 부담금

1,958,613,000원*0.241% 4,721    · 일반대상자

368,395,000원*0.241%*0.73 649    · 연봉제,계약직

80,761(11-225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80,761  ㅇ 건강보험 부담금

3,236,944,400원*2.240% 72,508    · 일반대상자

368,395,000원*2.240% 8,253    · 연봉제,계약직

9902 기본경비 75,000 731,097 656,097

141,917(11-2251-121-201-01) 일반운영비

30,997  ㅇ공통기본경비

675    · 기본사무용품비

10,000원*63명 630      - 사무직

3,000원*15명 45      - 기타직

24,000원*63명 1,512    · 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78명 390    · 소규모 수선비

320,000원*19대 6,080    · 행정장비수리비

50,000원*10팀 500    · 도서구입비

240,000원*78명 18,720    · 기본업무추진급량비

40,000원*78명 3,120    · 기타소모품구입비

38,400  ㅇ급량비

800,000원*12월*4과 38,400    ·기타업무추진급량비

2,520  ㅇ 지구환경자문회의 수당

70,000원*6명*6회 2,520    ·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등

7,000  ㅇ 맑은서울2010특별대책 수립추진

15,000원*200부 3,000    · 대기환경관련 법령집 발간

10,000원*200부 2,000    · 맑은서울추진관련 업무지침 발간

10,000원*200부 2,00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발간

3,000  ㅇ 온실가스 저감대책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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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20권 1,000    · 전문도서 구입

2,000,000원 2,000    · 자료번역

60,000  ㅇ 의회, 국정감사관련 업무추진

60,000,000원 60,000    · 기본업무추진 인쇄비

123,600(11-2251-121-202-01) 국내여비

123,60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1,400,000원*57명 79,800    · 기본업무추진여비

1,800,000원*21명 37,800    · 기본업무추진여비(단속반)

6,000,000원 6,000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여비

21,880(11-225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880  ㅇ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000원*1명 9,000    · 2급

3,220,000원*4명 12,880    · 4급

55,000(11-225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00,000원 55,000  ㅇ 맑은서울2010 특별대책 추진

14,400(11-225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40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000원*12월 3,000    · 맑은서울총괄반

250,000원*12월 3,000    · 맑은서울사업반

350,000원*12월 4,200    · 맑은서울관리반

350,000원*12월 4,200    · 맑은서울교통반

44,400(11-225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44,400  ㅇ직책급 업무추진비

700,000원*1명*12월 8,400    · 1급(환경정책보좌관)

600,000원*1명*12월 7,200    · 2급

350,000원*4명*12월 16,800    · 4급

100,000원*10명*12월 12,000    · 5급

162,000(11-2251-121-204-02) 직급보조비

162,000  ㅇ 직급 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 2급

400,000원*4명*12월 19,200    · 4급

250,000원*10명*12월 30,000    · 5급

155,000원*22명*12월 40,920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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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24명*12월 40,320    · 7급

105,000원*15명*12월 18,900    · 8,9급

250,000원*1명*12월 3,000    · 계약나급

155,000원*1명*12월 1,860    · 계약다급

37,800(11-225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63명*12월 37,800  ㅇ대민활동비

26,000(11-2252-121-201-01) 일반운영비

26,000  ㅇ저공해사업 기본업무 추진

5,000,000원 5,000    ·업무계획 및 서식 인쇄 등

6,000,000원 6,000    ·각종소모품 구입 등

50,000원*20권 1,000    ·전문기술서적 도서구입비

3,000,000원 3,000    ·기술잡지 구독 및 자료번역 등

2,000,000원*3종 6,000    ·저공해운영실적 및 안내상황판 제작

5,000,000원 5,000    ·저공해장치 전시관 운영

15,000(11-225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0원 15,000  ㅇ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36,550(11-2253-121-201-01) 일반운영비

27,300  ㅇ환경오염정보센타 운영

1,500원*1,000부 1,500    · 오존경보 안내책자 등

15,000,000원 15,000    · 오존경보 공공요금

2,000,000원 2,000    · 음성동보장치 등 유지비

3,000,000원 3,000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000,000원 3,000    · 컴퓨터 보조장치 보강

2,000,000원 2,000    · 자료분석 및 평가비

100,000원*2명*4회 800    · 먼지,오존예·경보제 실시 회의비

2,600  ㅇ 대기오염저감대책추진

1,500,000원 1,500    · 대기오염도 분석자료 발간

100,000원*1명*5회 500    · 환경보전 교육 강사료

200,000원*3명*1회 600    · 오존 등 환경전문가 자문료

6,650  ㅇ 대기보전 기본업무 추진

500,000원*2회 1,000    · 조례,규칙,제개정(안)인쇄

25,000원*20종*2회 1,000    · 자동차배출가스확인서등 서식인쇄

50,000원*20권 1,000    · 전문기술서적 도서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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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200매*1회 700    · 자료번역료

2,950,000원*1종 2,950    · 오존경보상환판 제작

15,000(11-225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0원 15,000  ㅇ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22,550(11-2254-121-201-01) 일반운영비

16,400  ㅇ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

10,000원*500부 5,000    · 교통수요관리대책 연구검토 보고서 제작

500,000원*4종 2,000    · 업무계획, 회의자료 등 인쇄

9,400,000원 9,400    · 승용차요일제 신청서식등 인쇄

10,000원*100권 1,000  ㅇ 교통관련 자료구입

2,400,000원*1종 2,400  ㅇ 현황판 제작

30,000원*5명*5회 750  ㅇ 교통관련 학술대회 등 참가

500,000원*4회 2,000  ㅇ 승용차요일제 시민실천모임 운영

15,000(11-2254-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00원 15,000  ㅇ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추진

9903 반환금및기타 220 1,222,390 1,222,170

1,222,390(11-2252-422-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1,222,390  ㅇ저공해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159,040,000원 1,159,040    ·2004년 천연가스연료 국고보조금 잔액

7,350,000원 7,350    ·2005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 국고보조금 잔액

56,000,000원 56,000    ·2005년 저공해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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