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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환경행정 조직

1. 환경분야 조직

1-1. 맑은환경본부

2008. 1. 1 민선4기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체계 마련을 위하여 2007. 

7. 22 신설된 대기질 개선업무를 전담하는 맑은서울추진본부 조직에 일반 

환경업무와 폐기물, 소음 등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국 조직을 이관하고 기능을 

일원화하여 조직의 명칭을 맑은환경본부로 변경하였으며 1 기획관 7 담당관으로 

구성되었다. 각 담당관별 분장사무는 <표 1-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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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맑은환경본부의 부서별 분장사무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   타

에

너

지 

정

책

담

당

관

 1. 맑은환경대책 수립ㆍ총괄조정 및 평가ㆍ홍보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도시기후관측시스템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1. 대기관련 국제 환경업무에 관한 사항 

12.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의 총괄·조정 

13.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14.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조정 

15. 석유·연탄·가스산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16.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7.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에 너 지 정 책 팀

기 후 변 화 팀

신재생에너지팀

에 너 지 관 리 팀

저 

공 

해

사

업

담

당

관

 1.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특정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표지 부착에 관한 사항 

 4. 제작차·운행차 저공해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 등) 보급에 관한 사항 

 6.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조치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및 제작 관련 사항 

 8.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부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9. 저공해조치차량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저공해화 증명서 수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압축천연가스(CNG) 차량보급 및 CNG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12. 저공해차량 사후관리 계획수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기오염 예·경보제(먼지, 오존, 황사)에 관한 사항 

15.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16.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17. 환경오염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업 총 괄 팀

대 기 평 가 팀

운 행 차 사 업 팀

천연가스차량팀

운 행 차 관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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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분      장      사      무 기   타

친

환

경

교

통

담

당

관

 1. 대기오염개선 관련 친환경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3.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수도권 확대에 

관한 사항 

 5.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량 감축 관련 

행사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6. 승용차요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RFID) 운영 및 전자태그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승용차요일제 타·시도 및 대상차량 확대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광역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검사업체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2. 배출가스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친 환 경 교 통 팀

승용차요일제팀

자 동 차 공 해 팀

환

경

행

정

담

당

관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기타 환경정보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및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5.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6. 시민참여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용량 설정 및 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8.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0.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 

12. 쓰레기감량화·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시책개발 및 홍보 

13. 재활용업자의 육성 지원 

14.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사업장 생활계폐기물제외)

16.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7.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관한 사항 

18.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관한 사항 

19. 환경신문고에 관한 사항 

환 경 행 정 팀

환 경 협 력 팀

환 경 경 제 팀

환 경 평 가 팀

환경분쟁조정팀

재 활 용 정 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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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분      장      사      무 기   타

자

원

순

환

담

당

관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조정 

 2. 폐기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관련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 

 4.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5.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 

 7.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기술·정보의수집·개발 및 보급 

 9. 소형소각로 인·허가 및 지도·감독 

10.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시책개발 및 홍보 

1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3. 차량정비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폐 기 물 기 획 팀

자 원 회 수 1 팀

자 원 회 수 2 팀

음 식 폐 기 물 팀

C

40

총

회

담

당

관

1.  제3차 C40 기후리더십그룹정상회의 개최 준비(임시조직)

C 4 0  기 획 팀

C 4 0 총 회 팀

기 후 박 람 회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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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분      장      사      무 기   타

푸

른

도

시

정

책

과

 1.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3. 공원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거점 및 대형공원조성 대상지 개발 
 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내 제한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관리 
 9. 기존 공원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10. 공원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원내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2. 공원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원의 홍보, 마케팅 및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14. 서울대공원, 녹지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대공원 관리·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공원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푸른도시정책팀

공원녹지기획팀

공원녹지관리1팀

공원녹지관리1팀

공 원 문 화 팀

공

원

조

성

과

 1.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의 신규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관련 신규공원의 확충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시관리 공원내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7. 국립공원, 유원지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유공원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에 관한 사항 
11. 동네뒷산 공원화 및 등산로 정비에 관한 사항 
12. 숲속유치원, 자연학습체험장 등 공원내 테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3. 대형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 원 행 정 팀

공 원 개 발 팀

주 제 공 원 팀

생 활 공 원 팀

공원디자인팀

1-2. 푸른도시국

2005년 1월 15일 조직 개편을 통해 공원･녹지 분야를 총괄하는 푸른도시국이 

신설된 이후 2008.1.1 공원정책 개발기능을 보강하고 대형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공원 획대에 대응하여 공원조성사업 전담부서를 보강하였으며 푸른도시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등 4개과와 4개 사업소(녹지사업소, 남산 

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2> 푸른도시국의 부서별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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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분      장      사      무 기   타

조

경

과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시녹화사업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푸른서울가꾸기(건축물옥상공원화 등)에 관한 사항 
 4. 나무은행, 큰나무등록제에 관한 사항 
 5.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벽면녹화 및 수경시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걷고 싶은 그린웨이 조성에 관한 사항 
 8. 공공용지 등 각종 공공시설 녹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공지의 녹화 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12. 화훼·잔디 등 양묘 수급 및 수목 공급에 관한 사항 
13. 보호수 지정·관리,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사항 
14. 도심의 자연심기 및 실내조경에 관한 사항 

조 경 행 정 팀

녹 화 지 원 팀

조 경 시 설 팀

조 경 관 리 팀

자

연

생

태

과

 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단체 등 육성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보전협력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물종번식·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11. 생태프로그램 등 자연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12. 생태통로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산사태 등 재해예방 및 훼손지의 자연생태복원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4.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5. 하천(한강 및 지천)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7. 산림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림정책 및 산지관리등에 관한 사항 
19. 도시숲조성, 숲가꾸기 등에 관한 사항 
20.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생 태 기 획 팀

자 연 자 원 팀

생 태 복 원 팀

산 림 관 리 팀



제2장 환경행정 조직 _ 37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   타

물

관

리

정

책

과

 1. 물관리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민간단체(물관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5.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추진 

 6.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운영 

 8. 상수원 오염예방 및 수질측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절약 및 빗물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한강·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질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13.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8.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19.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물 관 리 기 획 팀

수 질 관 리 팀

물 관 리 운 영 팀

지 하 수 관 리 팀

1-3. 물관리국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8. 1. 1 건설기획국 하수･치수분야와  

환경국의 수질과의 수질관리 기능을 합하여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본청의 

4개과와 난지 및 중랑 물재생센터 등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2-3> 물관리국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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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분      장      사      무 기   타

물

재

생

계

획

과

 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비관리청 하수도시설에 관한 업무의 지도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하수도통계 및 하수도 대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사용조례에 관한 사항 

 5. 초지우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7. 하수도 준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지원 

 8.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1.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13.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사용료 현계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16.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7. 국 소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물 재 생 계 획 팀

물 재 생 관 리 팀

물 재 생 정 비 팀

과 징 팀

시설물안전관리팀

물

재

생

시

설

과

 1. 물재생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하수고도처리에 관한 사항 

 2.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3. 차집관거 신·증설에 관한 사항 

 4. 물재생시설 집약화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6. 물재생센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7. 물재생센터 운영·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물재생시설 및 부지 등의 재산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9. 물재생시설 기전설비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물재생시설 기전설비 운영·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1. 물재생시설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12.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재생센터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 

14. 물재생시설·하수 등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및 

하수처리신기술에 관한 업무 

15. 물재생시설 공간 활용에 관한 업무 

16.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보완 추진에 관한 사항 

17.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8.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9. 개인하수·분뇨·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사항 

물 재 생 시 설 팀

물 재 생 운 영 팀

물 재 생 기 전 팀

물 재 생 개 발 팀

오 폐 수 관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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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분      장      사      무 기   타

하

천

관

리

과

 1. 하천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풍·수해방재 및 재해사전대비계획의 수립·조정 

 3.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총괄 

 4. 하천개수공사의 총괄·조정 

 5.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 하천관리의 지도·감독 

 7. 풍·수해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저지대 침수방지계획의 수립·조정 

 9. 청계천(청계광장 포함)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11. 빗물펌프장 시설보강계획의 수립·조정 

12. 수문관리에 관한 사항 

13. 폐천부지에 관한 사항 

14. 하천의 미불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5. 공유수면·하천구거부지의 관리 및 총괄·조정  

치 수 계 획 팀

치 수 관 리 팀

하 천 계 획 팀

하 천 관 리 팀

청 계 천 관 리 팀

기 전 팀

용 지 팀

1-4.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는 1945년 공영부 수도과에서 시작되어 1989년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에 1부본부장 4부 22과가 있으며, 하부기관으로는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 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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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행정 조직의 변천

서울시의 환경행정조직은 1945년 상수도분야의 공영부 수도과에서 시작되어 

청소분야, 하수처리분야, 공원녹지분야, 환경오염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환경관련업무는 시민의 보건 및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시 환경조직의 변천은 붙임과 같다.

<표 1-2-4> 시 환경조직의 변천

     분야
 년도

환경오염분야 청 소 분 야 하수처리분야 상수도분야 공원녹지분야

1945 공영부 수도과

1947
공익사업국 

수도과

1948 공익사업국 
수도운영과, 
수도공무과, 

건설국 
수도운영과, 
수도공무과

1950 사회국 위생과 건설국 수도과

1961 보건사회국 
위생과

수도국 하수과,  
건설국 하수과

수도국 업무과, 
시설과, 급수과

1962 청소국 청소1과, 
청소2과

수도국 업무과, 
요금과,시설과,급

수과

1963 수도국 업무과, 
주계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시설과

건설국 토목과

1968 보건국 보건과 
공해

방지계

수도국 업무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시설과

1969 보사국 보건1과 
환경위생계

수도국 업무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시설과, 

기전과

1970
보사국 보건과 

공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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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년도

환경오염분야 청 소 분 야 하수처리분야 상수도분야 공원녹지분야

1972 보건사회국 환경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3 환경국 환경과 환경국 청소1과, 
청소2과

하수국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수도국 
수도행정담당관, 
업무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시설과, 기전과

녹지국 조경과, 
녹지과, 공원과

1976 하수국 
하수행정과, 
하수시설1과, 
하수시설2과

1978 하수국,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1979 환경국 환경1과, 
환경2과

환경국 청소과 상하수국 하수과 수도국 
수도행정담당관, 
업무과, 경리과, 

수원시설과, 
급수과, 기전과

공원녹지국 
조경과, 녹지과, 

공원과

1981 환경녹지국환경과 환경녹지국 
청소과

상하수국 업무과, 
급수과, 

수원기전과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1983 하수국 
하수행정과, 
하수처리과

환경녹지국 
공원과,
녹지과

1989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 

경영관리부, 
시설부, 

생산관리부, 
급수부

환경녹지국 
공원과, 조경과, 

녹지과

1990 시민생활국 
청소1과, 
청소2과

1992 청소사업본부 
총무부, 사업부, 
계획부, 시설부

1993 보사환경국 환경과 도시계획국 
공원과, 
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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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년도

환경오염분야 청 소 분 야 하수처리분야 상수도분야 공원녹지분야

1996 환경관리실 
환경계획과, 
환경보전과

환경관리실 
폐기물 관리과, 

재활용과, 
폐기물시설과

환경관리실 
공원과, 
녹지과, 

조경계획과

1998 환경관리실 
환경기획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환경관리실 
폐기물관리과, 
폐기물시설과

건설국 
하수계획과, 

치수과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 

조경과

2001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 

경영관리부, 
시설부,

생산관리부, 
급수부,

수도특별기동반

2003 환경국 환경과
대기과, 수질과

환경국 청소과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 

치수과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 경영부, 
시설부, 생산부, 

급수부,수도관리부

환경국 공원과, 
조경과, 

민주공원조성추
진단, 서울숲 
조경반･시설반

200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공원과, 조경과

2006 환경국 환경과, 
수질과

맑은서울추진본부 
맑은서울총괄반, 
사업반, 관리반, 

교통반

2007 환경국 환경과, 
수질과

맑은서울추진본부 
맑은서울에너지과, 
맑은서울사업과, 
맑은서울관리과,
맑은서울교통과

환경국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2008 맑은환경본부
에너지정책담당관
저공해사업담당관
친환경교통담당관
환경행정담당관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
하천관리과

맑은환경본부
환경행정담당관
자원순환담당관
클린도시담당관

물관리국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관리부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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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경관련 인력

1. 전체 공무원 수(2008.12.31 기준)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는 40,412명으로 서울시 10,403명, 25개 자치구 

30,0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28,550명, 기능직 10,146명, 정무직 29명, 

계약직 1,228명, 별정직 45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환경분야 공무원 수(2008.12.31 기준)

서울시의 환경분야 공무원수는 맑은환경본부 243명, 푸른도시국 574명, 

물관리국 424명, 상수도사업본부 2,322명, 한강사업본부 261명, 자치구 

2,885명으로 총 6,7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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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맑은환경본부

맑은환경본부의 근무인력은 총 243명으로 본청 191명, 사업소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2-5> 맑은환경본부 근무인력

계
에너지정책
담  당  관

저공해사업
담  당  관

친환경교통
담  당  관

C40 총회
담 당 관

환경행정
담 당 관

자원순환
담 당 관

클린도시
담 당 관

차량정비
센    터

243 31 26 38 17 32 25 22 52

2-2.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의 근무인력은 총 574명으로 본청 104명, 사업소 470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2-6> 푸른도시국 근무인력

계
푸른도시
정 책 과

공  원
조성과

조경과
자  연
생태과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
관리사업소

남산공원
관리사업소

녹지사업소

574 31 32 22 19 209 67 64 130

2-3. 물관리국

물관리국의 근무인력은 424명으로 본청 114명, 사업소(난지, 중랑물재생센터) 3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탄천물재생센터는 2000년 4월 1일, 서남물재생센터는 2001년 8월 

1일부터 관리･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표 1-2-7> 물관리국 근무인력

계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난 지 물
재생센터

중 랑 물
재생센터

424 30 23 26 35 17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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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분야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그 산하에 8개 수도사업소, 6개 아리수 

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있으며, 총 2,3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에 약 82%가 근무하고 있다.

<표 1-2-8> 상수도사업본부 근무인력

계 상수도본부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
관리센터

2,322 268 1,435 469 109 41

<표 1-2-9> 아리수정수센터 근무인력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469 49 82 84 73 87 94

<표 1-2-10> 수도사업소 근무인력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1,435 213 217 188 150 176 210 151 130

2-5.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는 1단 6부 18개과 12개 지구사무소가 있고 총 261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2-11> 한강사업본부 근무인력

계 총무부 운영부 시설관리부
한강사업기획단

사업기획부 사업관리부 특화사업부

261 72 93 50 15 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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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청소
환경

82 65 83 88 88 81 85 99 85 71 106 77 2,229

공원 17 25 27 20 17 30 16 48 35 27 28 28 656

2-6 자치구

자치구의 환경분야 근무인력은 환경 및 청소, 공원녹지분야에 총 2,885명이 

하고 있다.

<표 1-2-12> 자치구 환경분야 근무인력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청소
환경

87 111 90 91 76 90 101 96 113 91 88 94 91

공원  29  28  21 20 27 21 38 25 23 21 33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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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경관련 위원회 현황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3984호, 2002. 3. 20 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자문

◦서울시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그 구성은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되며, 운영은 기획조정 위원회와 

3개 위원회(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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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7조(제3985호, 2002.3.20)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내용을 검토 및 심의함에 있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그 구성은 위원장인 맑은환경본부장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기상, 대기, 소음진동, 수질, 

자연생태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 건의

－환경피해의 구제 및 홍보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그 구성은 위원장(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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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504호, 2007.4.17) 

제4조의3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결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그 구성은 위원장(서울특별시 환경기획관),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제3312호, 1996.7.1)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 참여

◦지원대상사업자 및 단체선정 심의

◦자원회수시설 신기술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은 분과위원회(폐기물정책분과위원회, 폐기물감량･재활용분과위원회, 

폐기물시설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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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공원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1991.5.14) 제20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다.

그 구성은 위원장(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도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아래와 같다.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기술에 대한 자문

◦검사 대상 및 검사지점의 선정

그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상수도 수질 

전문가, 시의원, 시민, 시민단체의 장 등 민간인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제4435호, 2006.10.4) 제4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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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변경･해제 및 주요 행위허가 사항

◦지하수 개발 이용 분쟁

◦서울특별시조례 개정안

◦기타 지하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그 구성은 위원장(서울특별시 물관리국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1999.4.9. 대통령령 제16242호)을 마련하였으며, 

기능은 아래와 같다.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 종합계획 수립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규제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그 구성은 위원장(환경부차관) 및 위원(서울특별시부시장, 인천광역시부시장, 

경기･강원･충청북도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장, 한국전력공사장, 국토해양부 

관련국장)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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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도권대기질개선광역협의회

수도권의 광역적인 대기오염을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 대처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설치되었고, 기능은 아래와 같다.

◦수도권 자치단체 상호간의 대기오염 자료 및 정보 교환

◦수도권의 광역적인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개발 및 추진

◦수도권 지역내 대기오염의 공동감시 및 단속

◦중앙부서 정책건의 등 공동대처

◦기타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저감 개선시책 추진 등이다.

협의회는 년 1회 순환 개최하며, 위원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의 대기담당 

실･ 국장이다.

11.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465호, 2007 1. 2)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수도권 자치단체 상호간의 대기오염 자료 및 정보 교환

◦수도권 지역내 대기오염의 공동 감시

◦수도권 특성에 맞는 대기환경 정책의 공동개발 및 추진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기질 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 협력･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기질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요사항

그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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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에너지위원회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제3949호, 2002.1.5)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3.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561호, 2007.10.01 

(전문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실행 심의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심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심의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4 _ 2008 Environment of Seoul

제4절

환경분야 예산

1. 서울시 예산

서울시의 2008년도 재정규모는 총 19조 4,343억원으로 회계간 전출입 예산 1조 

8,100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7조6,243억원으로 2007년도 순계규모인 15조 

2,232억원보다 15.8% 증가한 규모이다

<그림 1-2-1> 서울시 연도별 순계예산 (억원)

1999

88,925

2000

100,150

2001

107,286

2002

106,419

2003

114,913

2004

128,625

2005

150,643

2006

133,033

2007

152,232

2008

17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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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분야 예산

2008년 환경분야 예산은 서울시 순계규모 17조 6,243억원 중 2조8,080억원으로 

15.9%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다음으로 많은 규모이다.

<표 1-2-13> 부문별 재원배분(순계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8예산 구성비 2007예산 구성비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76,243 100.0 15,223 100.0 24,010 15.8

사회복지 30,644 17.4 23,141 15.2 7,503 32.4

환경보전 28,080 15.9 22,487 14.8 5,593 24.9

도로교통 22,299 12.7 22,505 14.8 △206 △0.9

주택 및 도시관리 12,256 7.0 8,226 5.4 4,030 49.0

도시안전관리 9,190 5.2 8,905 5.8 285 3.2

문화관광진흥 5,697 3.2 3,842 2.5 1,855 48.3

산업경제 4,516 2.6 3,509 2.3 1,007 28.7

일반행정 7,294 4.1 5,368 3.5 1,926 35.9

타기관지원 등 55,043 31.2 52,858 34.7 2,185 4.1

일반예비비 1,224 0.7 1,392 0.9 △168 △12.1

자료 : 2008 성과주의예산 개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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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08년 환경분야 주요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전략 및 성과목표 사업내용 예산액

 기후변화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

미세먼지 : 50㎍/㎥
서울친환경 건축물 인정건수 : 25건 

213,107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의  

 효과적 추진

계 247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홍보협력 강화

 -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

 - 맑은서울추진담당워크숍 개최

 - 동북아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 협의체 구성

247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계 696

∘C40 회의개최

  - C40 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개최

  - 서울기후변화 박람회 개최

467

∘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운영 

 - 기상관측시스템 구축

 - 기상관측장비 표준화 검정 추진

229

∘신재생에너지 보급 ․ 이용   

 확대

계 10,165

∘신재생에너지 보급

 - 신재생에너지 보급(자치구 지원)

837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

 -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9,328

∘에너지 절약 계 1,704

∘에너지 이용 합리화

 - 공공건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범 추진

 - 지역에너지 개발원(보조)

 -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사업

1,704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확대 계 200,295

∘지역난방 관리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25

∘지역난방 운영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위탁 운영

169,779

∘지역난방 건설

 - 강서열수송관 배관공사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긴급 복구비

 - 신정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열원시설 및 열 수송관 보수공사

3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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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성과목표 사업내용 예산액

 저공해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43,905대

CNG 버스 청소차 보급대수     1,497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120대

168,745

∘운행경유차 매연발생 저감 계 116,554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116,554

∘저공해차량 이용 보급 확대 계 52,191

∘CNG 차량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 저공해자동차 보급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52,191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15개소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3개소

실내공기질 기준 달성율               7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10,000개소

16,562

∘효율적 대기환경 관리 계 6,081

∘대기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 기후변화 대응 분석장비 보강

 - 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장비 운영

 -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6,081

∘다중이용시설 등 공기질    

 관리 기반 강화

계 217

∘대기오염원 시설관리 실태조사

 -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조사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목록표 작성 기초조사

217

∘VOC 등 주요 오염물질     

 오염도 개선

계 9,912

∘NOx, VOC 저감 추진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VOC 저감 도장부스 시범설치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9,912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계 352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 운영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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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성과목표 사업내용 예산액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 감량

승용차 교통량 감축율                      15%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도입 진도율       75%

승용차요일제 참여대수 및 준수율   100만대/86%

1,887

∘승용차교통량 감축 계 379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서울 차없는 날 운영

379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참여  

 확대

계 260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운행제한 관리시스템 구축

260

∘승용차요일제 준수율 향상 계 1,248

∘승용차요일제 운영시스템 관리

 -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

 -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

1,248

 세계인의 한강 조성

공원 이용도 만족도                  68점

저수로 정비 준설                  10만톤

   생태공원 조성 공정율               100%
210,080

∘한강공원의 종합적 레저 및 

 문화공간 활성화

계 28,996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 생태공원 운영

 - 어류조류 서식 환경개선 등

28,205

∘한강변 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

 - 서래섬 유채꽃 축제

 - 한강그림그리기 대회 등

791

∘재해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

계 9,282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 한강 저수로 정비

 - 수상방재 및 하상 청소

 - 청소선 및 순찰선 안전관리

9,282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 구현

계 172,522

∘한강접근체계 개선

 - 보행로, 녹도 설치 등

41,747

∘한강생태계 회복 31,310

∘한강변 관광기반 조성 14,496

∘한강 르네상스 권역별 특화 80,634

∘한강 르네상스 홍보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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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성과목표 사업내용 예산액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물환경 조성

잠실 BOD : 1.7ppm
가양 BOD : 3.0ppm

  11,355

∘ 한강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 

계 7,656

∘한강수질개선
 -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 연간 40천㎥
 - 하이서울 환경농장 가꾸기
 -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 등

6,251

∘물관리대책 추진
 -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분담
 -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

1,405

∘ 지천 수질개선으로 시민이  
  즐겨찾는 하천 조성

계 567

∘지천 수질개선 567

 -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폐수배출업소 관리
 - 시민 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 등

∘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로  
  환경위해 사전예방

계 3,132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
  -중랑분뇨처리시설 시설 개선
  -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 유류오염 정화용역 
  - 토양오염 관리 등

3,132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깨끗한 서울 가꾸기 청소점수  95점
도로물청소 실적(12m이상 도로) 7,904km
도로물청소 실적(8m이상 12m 미만도로) 1,134km

3,503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계 3,503

∘깨끗한 서울 가꾸기
 -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등

1,375

∘도로물청소 강화
 -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 도로물청소 자치구 경진대회
 - 도로물청소 차량 구입 등

2,128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폐기물 차량 정비건수  6,200대   2,976

∘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고객 써비스 향상 

계 2,976

∘효율적인 차량정비
 - 차량정비 및 공구 구입
 - 시설 유지보수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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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성과목표 사업내용 예산액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

자원회수시설 평균 가동률         : 79%

음식폐기물 배출 ․ 처리 시민만족도 : 60%

편익시설 건설 및 개보수 공정율   : 68%

89,966

∘고성능 처리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계 89,966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 공동이용지원 등 

75,50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동대문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 지원

 - 강동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

 - 음식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연구 

14,466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환경교육 만족도 향상         : 87%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도         : 80%

재활용품 배출처리수준 시민만족도 : 60%

6,946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관리체계 구축

계 3,318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 서울의제 21 실천

 -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 등

3,318

∘체계적인 폐기물관리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계 3,628

∘생활 폐기물재활용 극대화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업무 추진

 - 재활용분리수거 컨설팅 및 지도점검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추진 등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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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도로변 녹지생태숲 조성                 : 4개소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 1개소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구역 확대 지정   : 1개소

29,034

∘생태계 복원

계 12,427

∘생태계 복원사업

 - 도로변 생태 녹지축 조성

 - 하천 생태 복원사업 등

12,427

∘생태계 보전

계 12,845

∘생태계 보전사업

 - 도심 생태림 조성사업

 - 생태결관 보전지역 지정관리 등

12,845

∘야생동식물 보호

계 3,762

∘야생동식물 보호

 - 멸종/감소 야생 동식물 보호

 - 야생식물 서식공간 및 보호구역 지정

 - 야생동식물 사진 공모전 등

3,762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

공원조성면적                   : 454천㎡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 추진     :    60%

  어린이공원 재조성              :   100개소

576,370

∘생활권 주변공원 확충

계 351,597

∘미집행공원 조성

 - 응봉, 배봉산, 봉화산 등 도심공원 확충
108,579

∘도심공원 확충

 -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 등 

237,098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

계 99,689

∘노후공원 재조성

 -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재조성 등
74,034

∘시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 어린이대공원 유지보수, 공원연못 및 수질개선
25,656

∘함께 참여하는 공원문화 

형성

계 1,737

∘노후공원 재조성

 -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재조성 등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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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교육 활성화

계 72,040

∘시민참여 녹지 조성

 - 학교 공원화

 - 녹지 공원화

30,187

∘녹지 보전 강화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14,107

∘시설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27,746

∘Green-way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조성

계 51,307

∘생활주변 녹지 확충

 -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 담장 녹화 사업 등

28,553

∘녹지벨트 구축

 - 가로변 녹지량 확충

 - 그린웨이 조성

 - 벽면녹화, 하천녹화 등

22,754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

      꽃 경관 조성             :      8,000㎡
      남산 소나무림 보전사업   :        560주

20,477

∘공원녹지관리 수준 향상

계 15,656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지원

∘공원녹지수준 향상

9,582

6,074

∘남산공원 업그레이드

계 4,821

∘남산 및 산하공원 운영 2,141

∘남산 및 산하공원 보수정비 2,680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시민만족도                :      67% 19,537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 활성

계 12,820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1,782

∘고객만족도 향상 6,035

∘산림내 이용시설 및조경관리 강화 5,003

∘동물의 건강증진 및

 종 보전

계 6,480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 보전 6,480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 강화

계 237

∘자연학습장 운영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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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를
안정되게 생산･공급

수질의 고급화를 통한 시민의 신뢰 제고 539,100

∘수돗물 생산 재료비

∘팔당원수 : 21만톤/일, 한강원수 : 178만톤/일

∘원수구입비, 동력비, 약품비, 슬러지케익처리비

  분말활성탄구입비

99,026

∘배수지 건설
∘배수지 건설 : 총 3개소  5.5만천㎡
  - 장군봉, 진관, 개운산

12,410

∘수도관 정비

∘규    모

  - 노후배급수관 110㎞, 송배수관 24㎞
  - 불용관 정비 70㎞, 세척갱생관로 30㎞
  - 간선배관공사 7.2㎞, 

  - 취약지역 유수율 증대사업 25.5㎞

135,510

∘아리수 고급화 사업

∘정수장 재건설 및 성능개선사업, 

 고도정수처리도입 강북정수장 확장, 

 자양취수장 상류이전

63,748

∘급수공사 등

∘급수공사, 누수복구비, 학교급수시설 개선,

 옥내 급수관 관리개선, 행정정보화 사업, 수도

 박물관 정비사업, 기타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등

228,406

수준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

하수관거 정비                :  2,075km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사화     :   66% 
434,907

∘수준높은 하수도서비스    

 제공

∘수준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

 - 하수관거 종합정비

 - 하구관거 보수 보강

 - 하수도 관리 

240,864

∘물재생센터 운영

 - 탄천, 서남, 난지, 중랑 센터 등
194,043

일 반 예 산
인건비, 기본경비, 국고반환금, 

부채원리금, 채무부담상환금, 예비비 등
3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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