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
IT

H
 U

20
0
9
 서
울
시
설
공
단
지
속
가
능
성
보
고
서

133-050 서울성동구청계천로540   http://www.sisul.or.kr

본보고서는재활용이가능한용지에콩기름잉크를사용하여인쇄되었습니다.

D
esigned by T

end
o

m
 A

sso
ciates Inc.

Tel:02.3444.9025

2009서울시설공단

지속가능성보고서

탠덤-표지세네카랑  2010.4.12 7:10 PM  페이지1   001 refine-4도 2540DPI 175LPI  T





2009 서울시설공단지속가능성보고서

WITH U

서울시설공단지속가능성보고서개요

■보고서발간의의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의 설립 비전인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기

업이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2009년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서울시설공단이 첫 번째로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공단에게 주어진 경제, 환경,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지속가능경영추진체계와관련성과를담았습니다. 향후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

이션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작성원칙

보고서작성은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가지 원칙과 글로벌 지속가

능성보고서작성지침인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가이

드라인’을기반으로하여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범위및기간

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데이터를

기본으로작성되었으며, 주요성과의경우부분적으로 2010년 3월

까지를 포함하였습니다. 보고범위는 서울시설공단의 전사업장을

대상으로하였습니다. 통화단위는대한민국원화를기준으로명시

하였으며, 계량화된데이터의단위로㎡, Km, TON, TOE 등을사

용하였으며, 소수점은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였습니다.

■보고서검증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지속가능성보고

서 전문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의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검증에

대한내용은 112~113페이지에기술하였습니다.

■문의처

Web Site : http //www.sisul.or.kr/

Tel : 02-2290-6114

Address : 서울특별시성동구청계천로540 (마장동 527-6) 

서울시설공단기획경영실

⊙ GRI 적용 수준

‘2009 서울시설공단 지속가능성보고서’는 GRI G3 보고서 적용 수준 기

준표에서‘A+’수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성되

었음을 공시합니다. 보고서 제 3자 검증기관은 본 보고서가 G3 가이드라

인적용수준중‘A+’에적합함을확인하였습니다.

※ GRI 적용수준

GRI를 사용하는보고서는‘GRI 적용수준(GRI Application Levels’시스템을활용하

여 GRI 보고 프레임워크적용수준을자율적으로밝혀야합니다. 보고를새롭게시작

하는조직과선진적인조직, 그리고중간정도수준에있는보고조직들을고려하여적

용 수준은 A, B, C의 세가지로 나누며,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를 더하여 적용수

준을표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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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도전에대한열정으로가득했던서

울시설공단임직원의노력과그결과를지속가

능성보고서를통해시민고객을비롯한이해관

계자여러분께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기쁘

게생각합니다. 어느덧창립26주년을맞은서

울시설공단은수도서울의주요한도시기반및

생활문화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광화문광장,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도시고속도로, 시립승화원, 지하도상가등서울을대표하는주요도시인프라를

가꾸는것이우리공단의임무입니다. 임무를수행함에있어공단은위탁기관인서울시, 서비스의대상인시민고객, 함께

서비스를만들어내는협력업체, 그리고사회적기업으로서의책무를다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전임직원이한마음한뜻

으로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토대를마련했습니다.

공단은도전정신을바탕으로기존사업과연계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새로운일거리확보에적극적으로나섰습니다.

이에앞서지속성장을위한미래전략을수립하였는데, 광화문광장, 청계천등서울의상징시설과도로시설을첨단기술과

전문성을살려경쟁우위를확보하고지방공단(공기업)의표준모델을정립한다는것이미래전략의핵심입니다. 공단의미

래전략에맞는사업이있으면, 위탁기관인서울시에공단의경쟁력을알리는제안서를제출하고, 관계자들을설득하였습

니다. 그결과올한해광화문광장과세운초록띠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등새롭게선보인시설을인수할수있었습니다.

CEO 메세지

서울시설공단의지난2년은

미래에대한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조직전반에도전정신을

이끌어낸매우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전을통해위기를극복하고, 

나아가신규사업의인수를통해

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등

지속가능경영의토대를

마련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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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도기존의도시고속도로유지관리업무에노면파손보수와서울시내9개터널세척업무를새로시작

하게되었습니다. 특히지난7월7일, 도로의날을맞아중앙정부로부터과학적인도로관리시스템과14종의도

로유지관리용장비를자체적으로개발한공로를인정받아대통령표창을받기도하였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사업발굴의노력결과, ‘광역교통정보서비스사업’을공단자체로개발하여민관

협력사업형태로공익성과수익성을동시에추구하고있습니다. 더불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IPTV에교통정

보를제공하는사업자로선정되는등정보기술(IT)분야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내고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책무에최선을다했습니다.

시민고객을위해존재하는서울시설공단은무엇보다도시민의안전과편의증진에최우선을두고지속가능한미

래를위한사회적책임을위해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도심생태공간인청계천, 어린이대공원등의운

영관리를통해시민의삶의질(Quality of Life)을높이고, 경제·사회·환경적편익(Benefit)이시민고객에게

돌아가도록노력하고있으며, 생태계보존, 공기질관리와친환경에너지절약을통한녹색(Green)경영에도지

속적인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인나눔경영활동을통해어려운이웃에대한봉사활동을꾸준히, 그리고발전적으로펼쳐가고있

습니다. 일반적인봉사활동외에도공단이갖고있는다양성을이용한‘기술봉사’나, 사회복지시설로‘찾아가

는생생동물원’, ‘한우농가풀사료제공’같은활동들이늘면서우리공단이아니면할수없는공헌활동의범

위가점차늘어나는추세입니다.

또한공단에서시행할입찰사항을매월1일에미리공개하는‘입찰사전예고제’를실시하여협력업체들과투명

한거래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공단의협력업체들을단순한하청업체가아니라중요한고객으로받아

들이고투명경영을실천한결과, 지난2008년서울시청렴시책평가에서투자출연기관중‘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했습니다.

또한도심지공사감독부서에서는협력업체직원들이설계변경등사무를볼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 수시로

그들의요구와목소리에귀기울이는시간을마련해공단을돌아보고점검하는계기로삼고있습니다.

나날이성장발전하는최고(Best)의공기업이되겠습니다.

2009년서울시설공단은‘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가입하여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관한10가지원

칙을공식적으로지지하였으며,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하고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은그동안쌓은경험과노하우, 기술력등을지속가능성관점에서분석정리하고지속가능경영전략과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이러한지속가능경영체계를토대로‘최고의시설관리전문공기업’으로성장발전하는

서울시설공단의발걸음을지켜봐주시고, 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2009년12월

이사장우시언

0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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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힘들고어려울때에는서울을둘러보세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당신의어제와오늘, 미래를설계해보세요. 

지금은하나의과정이며, 역사의한부분에불과한것임을깨닫게됩니다. 항상즐거운당신을위해서울시설공단이함께합니다. With U

동대문역사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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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01
서울시설공단 소개

Introduction

기업현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1 1983년 9월 1일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공단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

방공기업법제76조1항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서울특별시장이지정

하는시설물의효율적관리운영을통하여시민의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되어청계천, 월드컵

경기장, 어린이대공원, 광화문광장, 도시고속도로, 지하도상가, 시립승화원등시민편익과서비스를제공하

는다양한영역에서봉사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

서울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어린이대공원, 시립승화원, 월드컵경기장 등의 8개 수익사업과

도시고속도로, 공동구, 청계천, 광화문등광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등의비수익사업 8개를운영하고있

습니다.

법인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일 1983년 9월 1일

주 소 133-050 서울성동구청계천로540

홈페이지 www.sisul.or.kr

1 이하보고서에서는‘서울시설공단’이라는명

칭을사용합니다.

수입이없는사업수입이있는사업

지하도상가

29개상가 2,783개점포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66,806석), 수익·부대시설

어린이대공원

560,552㎡, 식물원·동물원·놀이시설등

시립승화원

승화원(1개소), 묘지(82천기), 추모시설(90천위)

공영주차장

21개소 3,490구획

공영차고지

8개소(주차, 세차시설, 주유소등)

혼잡통행료

남산1,3호터널

견인보관소

창동보관소보관능력250대

청계천

태평로입구(시점부)~중량천합류점(8.12㎞)

광장관리

광화문·청계천광장·세운초록띠·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도시고속도로

13개노선, 연장177㎞, 158만㎡

교통정보제공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남산권등

장애인콜택시

차량280대, 콜센터 1개소

공동구

6개소, 연장328㎞

공사감독

도심지및상수도공사감독

번호판영치지원

25개자치구, 자치구별 2~4명영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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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Introduction Economy Citizen Customer Environment

사업연혁

1983. 0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창립

1983.10
을지로지하도상가인수
(연차적으로29개지하도상가인수)

1984. 08
공영주차장인수

1986. 01
어린이대공원인수

1987. 01
시립승화원및시립묘지인수

1994. 10
도시고속도로순찰점검업무인수

1995. 01
공동구인수

1995. 01
도시고속도로유지보수(가로등, 지하차도포함) 
업무인수

1996. 11
혼잡통행료징수업무인수

1997. 07
도시고속도로청소, 녹지업무인수

1983~1990

1991~1997

2000. 09
도심지공사감독업무인수

2001.10
월드컵경기장인수

2003. 01
장애인콜택시인수

2003. 04
상수도공사감독업무인수

2000. 10
복원된청계천인수

2007. 10
어린이대공원무료개방

2008. 01
청계천문화디지털시설인수

2009. 01 
도시고속도로포장업무인수

2009. 08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공원인수

2009. 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인수

2000~2005

2006~2009

시설공단SR내지  2010.4.13 9:59 AM  페이지7   001 refine-4도 2540DPI 175LPI  T



01
서울시설공단 소개

Introduction

조직운영

서울시설공단조직운영은유연한 조직, 전략집중형 조직, 자율지향적 조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5본부20처(실사업단), 18관리소

18관리소

•상가사업단(4관리소) : 중부종로강남영등포지하상가관리소

•어린이대공원사업단(1관리소) : 동물원관리소

•장묘문화사업단(1관리소) : 공원묘지관리소

•도로관리처(2관리소) : 강남도로기전관리소, 강북도로기전관리소

•청계천관리처(2관리소) : 동대문역사문화공원관리소, 유지용수관리소

•공동구관리처(5관리소) : 목동/여의도/가락/개포/상계공동구관리소

•교통시설관리처(3관리소) : 교통관리소, 공영차고지관리소, 혼잡통행료관리소

※서울시추모공원(제2화장장)건립업무를수행하는추모공원건립단은임시조직임

감

사

실

·상가사업단

·월드컵경기장사업단

·어린이대공원사업단

·장묘문화사업단

·도로관리처

·도로환경관리처

·교통정보처

·장애인이동지원처

·강남공사관리처

·강북공사관리처

·조경공사관리처

·상수도공사관리처

·추모공원건립단

·청계천관리처

·광장관리처

·공동구관리처

·교통시설관리처

·기획경영실

·총무회계처

·인사노무처

사업운영본부 도로교통본부 공사관리본부 시설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

이사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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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하이라이트

서울시설공단, 지속가능경영에앞장서다!

UN글로벌콤팩트가입

서울시설공단은 2009년 12월 17일 UN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여 지속가능경영 실행의지를 표명하였습니

다. 서울시설공단은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등의 4개분야 10개 원칙을지지하며각원칙을성실히

이행하기위해노력하는한편이에대한성과를지속적으로보고할예정입니다.

•UN글로벌콤팩트 10개원칙

( )

UNGC 가입신청서

구분

인권

노동

기준

환경

반부패

원칙

1. 우리는국제적으로

선언된인권보호를

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2. 우리는인권침해에

연루되지않도록

적극노력한다.

3. 기업은결사의자유와

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

인정을지지한다.

4. 우리는모든형태의

강제노동을배제한다.

5. 기업은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철폐한다.

6. 기업은고용및업무에서

차별을철폐한다.

7. 우리는환경문제에대한

예방적접근을지지한다.

8. 기업은환경적책임을

증진하는조치를수행한다.

9. 기업은환경친화적인

기술의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10. 기업은부당취득및

뇌물등을포함하는

모든형태의부패에

반대한다.

관련규정및방침

•근로기준법준수

•인권교육을통한인권의식제고노력

•인권의식강화를위해의무적교육

(성희롱예방교육및보안인력교육등)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사실무위윈회를통한

결사자유권리존중

•근로기준법과국제노동기구의강제노동금지

규정등준수

•근로기준법과국제노동기구의아동노동금지

규정준수

•미성년자미고용

•임직원행동강령제4조, 제7조

•환경관련글로벌이니셔티브참여(UNGC)

•ISO14001 인증을통한효율적인환경영향

관리

•환경경영체제구축(비전및전략체계)

•온실가스감축노력

•환경가치보존을위한노력

•에너지절약시스템(EMS) 구축

•신재생에너지설비도입

•생태모니터링

•임직원행동강령제1조

GRI G3 가이드라인

HR1● HR2● HR3●

HR4● HR5● HR6●

HR7● HR8● HR9◇

HR1● HR2● HR8●

HR5● LA4● LA5◐

HR7●

HR6●

HR5● LA2● LA10●

LA13● LA14●

4.11●

EN2◇ EN5● EN6●

EN7● EN10◐ EN13●

EN14● EN18● EN21●

EN22● EN26● EN27◇

EN2◇ EN5● EN6●

EN7● EN10◐ EN18●

EN26● EN27◇

SO2● SO3● SO4●

보고페이지

90~91, 96,

101~102

101~102

96, 98~100

91

91

37, 91, 94, 96

11, 53, 55

52~55,

57~62, 64,

69~87

57~62, 64,

69~87

12, 95

●보고 ◐부분보고 ○미보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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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09년청렴교육활동및결과

•2009년주요활동성과

•2008년개설된공단사이버청렴교육센터를통해공단전직원청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외부전문가초빙, 청렴교육을매년 2회실시하여청렴교육의다양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부패취약분야인건설공사감독직원및예산업무, 윤리업무담당자에대해국민권익위원회의맞춤

형청렴전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소수직원이근무하는원거리사업장및교대근무로집합교육이어려운직원을대상으로현장순회

청렴교육을실시하여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2009년공단사이버연수원청렴교육, 외부강사초빙교육, 동영상교육등을통한내부직원에대한

청렴교육시간이 1인당 14.34시간을달성하였습니다.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등외부전문기관을통하여청렴전문가과정및건설공사감독업무, 예산

업무등취약분야청렴교육을 1인당 0.78시간을이수하였습니다.

•민관협력체계구축('09.5)

•창의적청렴문화정착

•민간기업(교보생명)과협약, CS교육내실화(다윈서비스)

•홈페이지회원등약 120,000명의고객정보유출관련민원0건

•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소리온(ON)”운영('09.9)

•서비스통합매뉴얼제작('09.11) : 서비스표준화및고객중심업무생활화

- 서울시립대‘반부패시스템연구소’협약체결

- 기업고객도움센터운영

- 청렴릴레이서신, 제안마당운영등

- VOC의효율적수집분석활용⇒통합일원화

전직원교육

맞춤형교육

현장순회교육

내부교육

외부전문

기관교육

교육활동

교육성과

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

2009년서울시설공단은공단의경쟁력과대시민서비스만족도를제고하고자글로벌경영의화두인지속가

능경영추진전략을수립하였습니다. 2010년에는공단의지속가능경영전략비전을선포하고관련사업부문

에대한성과및계획을담은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향후에도매년지속가능경영성과를보

고하고개선해나감으로써서울시민에대한서비스제고와공단경쟁력강화를위해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윤리경영/고객만족(CS)경영

2009년 서울시설공단은부패방지및청렴문화조성을위해윤리경영기반을튼튼히하였습니다. 이를위

해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고직원들의청렴의식확산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습니다. 공단의모든

임직원은행동강령제 19조에 따라“공단의 이익을목적으로직무와관련이 있는 공무원또는 정치인등

에게금품등의제공행위를금지하는등”부패방지및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임직원행동강령’

을제정, 준수하고있습니다. 내외부감사를통해 2008년도에는 9건의견책과 77건의 경고등 160여 건

의인사조치와시정및개선의행정조치를취하였습니다. 아울러서울시설공단의가장핵심이해관계자인

시민의 고객만족을 위해「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고객만족(CS)경영에도

역량을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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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성장에날개를달다!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인수

창립 26년을맞은서울시설공단은서울의주요상징시설과문화시설을관리하는대표공기업으로성장하

였습니다. 2009년 서울시설공단은국가상징거리로주목받는광화문광장과함께세운초록띠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등을인수하여사업의영역을확장하고있습니다.

도로의날「대통령표창」수상…도로관리기술부문

도시고속도로의유지관리업무를맡고있는서울시설공단은 2009년 7월 7일, 제18회 도로의날에공기

업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이는 도로 관리시스템 구축과 14종의 유지관리용 장비를 자

체개발하여도로관리수준을향상시킨성과를인정받은결과입니다. 향후에도전문역량개발을통해시

민고객이도시고속도로를이용함에있어불편함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공원

활발한사회공헌활동전개

2009년서울시설공단은공단의특성을살린전략적사회공헌활동을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사회공헌활

동으로는도시고속도로주변및청계천의녹지대에서발생하는풀을재활용한‘한우농가풀사료제공’, 공단

의기술인력을동원한‘기술봉사활동(복지관등에조경시공등)’, 어린이대공원전시동물을이용하여사회복

지시설에직접찾아가는‘생생동물원’등이있습니다. 이외에도2009년한해동안여러이해관계자들을위

해다양한형태의사회공헌활동을수행하였습니다.

•한우농가풀사료제공 : ('08) 267톤, 48백만원 ('09)

332.5톤, 59백만원

•월드컵경기장지방초등학교축구선수초청 (‘09.6)

•군부대(28사단) 및지방어린이초청

•어린이대공원찾아가는‘생생동물원’운영

•긴급복구지원시스템구축, 재해발생시신속가동

•시민대상「사이버어학센터」무료운영 (‘08.4~현재)

•전직원사회공헌참여

- 도시고속도로청계천변풀, 한우농가사료제공

(경기도고양한우영농조합)

- 축구시설견학, 국가대표경기관람, 친선경기등

(5개학교 130명참가)

-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청계천관람

- 이동이불편한장애인에게동물을직접보고만질수있는체험

기회제공

- 인력및장비Pool 운영, 폐품콘테이너임시주거용으로활용등

·호남지역폭설피해복구지원(‘08.1)

- 영어, 일어, 중국어등 170여강좌개설 (연인원 2만여명수강)

- '09년복지시설자원봉사 (6,609명 35,537시간), 

조손가정지원(20세대)

- 청년일자리창출기금모금, 아름다운가게물품기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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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교통정보제공사업진출

서울시설공단은방송통신위원회가선정한 IPTV1 교통정보채널의운영권자(CP: Contents Provider)로선

정되어 2010년 3월부터는 IPTV에서서울시내교통소통상황을한눈에볼수있게되었습니다. 또 2010

년상반기중에는수도권지역은물론향후우리나라전역의실시간교통소통상황까지 IPTV로볼수있

게될예정입니다.

IPTV 3사(SK브로드밴드, LGT, KT)에 송출되는 교통정보 채널에는 2010년 3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와

주요간선도로의소통및돌발상황표출에이어순차적으로수도권과전국으로확대될예정이며, 채널운

영권 전반을 서울시설공단이 맡게 되었습니다. 공단이 채널 운영권자로 선정된 데는 ▲기존에 제공하는

교통정보의내용과질이우수하고, ▲휴대폰이나내비게이션등에제공한정보가공능력과경험이풍부

하며▲수도권광역화등단계적으로정보의범위를확대하려는시도와가능성을방송통신위원회에서높

이산결과라고할수있습니다. 향후에도공단의전문성을이용해신규사업을확대해나가고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2009 행정안전부경영평가, 우수기관선정

서울시설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시

민고객, 서울시,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성장하고혁신하는공기업이되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일하고싶은직장, 함께하는노사문화를만들다!

인재개발‘우수기관(Best-HRD)’획득

- 내부인재의발굴및육성을위한노력과성과인정받아…교과부행안부에서인증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재개발 우수기관 Best HRD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Best HRD는교육과학기술부와행정안전부에서매년전문가의엄격한심사를통해인적자원개발(HRD)와

인적자원관리(HRM)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Best HRD 인증획득은

내부및외부이해관계자의관심과지원으로인한결과였으며, 향후에도지속적인인증획득을위해인재

발굴과인재육성프로그램개발에집중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선정

서울시설공단은 2009년 7월 노동부로부터「노사문화 우수기업」인증을 받았으며,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도선정되는성과를이루었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23일노사가협력을통해상생을약속하노사화합한마음행사

1 IPTV는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여제공되

는양방향텔레비전서비스를말합니다.

도로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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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노사평화선언」에이은성과였습니다. 이사장은취임직후부터공단이발전하기위해서는노사간상

생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는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되었

습니다.

다양한분야에서개성있는나눔경영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공복(公僕)’이라고 하듯,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할 수

있도록노력하는것이공단의임무입니다. 그렇게하려면, 직원들한명한명에게봉사의정신이몸에배

어있어야한다는것이CEO의경영방침입니다.

공단의봉사영역은복지시설에서의급식도우미나말벗봉사, 장애인재활원에서의가재도구세탁, 대규모

자연재해 복구지원반 활동, 아름다운 가게 물품기증, 하동군과 외암마을 등과의 결연 활동, 단체 집수리,

조손가정결연 활동 등입니다. 그리고 전기나 조경, 건축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기술봉사팀을꾸려서 집

고치기나환경개선작업도하고있습니다.

‘생생동물원’ㅣ서울시설공단은 16

개 사업 내에서 다양한 봉사 프로

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찾아가는 생생동물원’을 만들어

매달 복지시설을 찾아 동물을 만

지고 느낄 기회를 드리고, 조경부

서에서 나무의 전지작업이나 소규

모 텃밭, 정원꾸미기 봉사를 하는

것도그일환입니다.

한우 풀사료 제공 ㅣ서울시설공단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회공헌의 하나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녹지대의 풀을 경기도 한우(韓牛) 먹이로 제공하는 일입니다. 도시고속도로에 조성된 풀들이 무성해지면

운전자의운전을방해하거나화재등의위험이있기때문에주기적으로제초작업을해주어야합니다. 그

동안은 이 때 생긴 풀 부산물을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유가 상승에 따라 사료

값이 한참 오를 즈음, 돈 들여 버리지 말고 사료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경기도 고양한우영농

조합과협약을맺은후한우농가에전량제공하기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한해제공한풀사료는 267

톤(48,000천원)에이르며, 2009년에는 332.5톤(59,000천원)을전달하였습니다.

0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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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풀사료제공

찾아가는생생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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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참여

01
서울시설공단 소개

Introduction

서울시설공단의이해관계자

서울시설공단은 시민고객, 정부(서울시, 시의회), 협력사, 임직원, 지역/시민(NGO) 사회 등을 주요 이해관

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

해관계자들과동반자관계를맺어가고있습니다.

시민고객

시민고객은서울시설공단모든사업운영의목적이며근간입니다. 경영목표중의하나를고객만족도제고

로정하고지속적으로노력하고측정관리해나가고있습니다. 기존사업을통해만족도를제고하고새로운

사업을통해서비스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부(서울시, 시의회)

서울시설공단은서울시「창의문화도시」시책에부응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시주관정책회

의, 자치단체장(시장) 주재회의등에참석하여서울시주요정책을파악하는한편, 공단의경영목표에적극

반영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공단의업무와관련된공청회와세미나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서울

시에 제안 및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시의회의 정기적인

현장방문, 주기적인업무보고, 연례적인행정사무감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협력사

서울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시립승화원, 공사관리 사업과 관계된 협력사를 사업의 동반자

로인식하고있습니다. 협력사대상설문조사를통해지속적으로의견을경청하는한편제시된의견은적

극반영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임직원

서울시설공단은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만족도

조사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이를반영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중장기인적자원개발추진체계정

립을 통해 임직원의 전문역량에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 건강검진제도개선, 직원복지제도 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 확대 적용 등 일과 삶의 균형

을통한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습니다.

지역/시민(NGO) 사회

서울시설공단은사회적책임활동을통해존경받는기업이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공단사

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나눔경영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

회책임프로그램개발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이해관계자

서울시설공단

시민고객

협력사

시민사회
(NGO)

지역사회

임직원

정부
(서울시, 
시의회)

외부핵심이해관계자

내무핵심이해관계자

공공부문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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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의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현황

서울시설공단은이해관계자와의커뮤니케이션을통해 중요관심이슈를정리하고이들의 만족도제고를 위

해노력하고있습니다.

시민고객

·고객의소리(VOC) 운영

·고객만족도조사

·시민모니터제도

·도로사랑서포터즈

·고객만족도제고

·시설개선 (공영주차장,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지역/시민(NGO)

사회

·도농교류협약

·사회복지시설방문

·산학협력체결

·인터넷시설이용예약

·TBS 실시간교통정보제공

·사회공헌

·학습및교육활동

·집회관련시설이용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시설물및공사로인한지역사회와의갈등

정부

(서울시, 시의회)

·시장주재회의참석

·주요이슈등현안대면보고

·시의회업무보고

·이사회(시당연직이사참여)

·예산절감

·상가활성화수익제고

·신규사업발굴

협력사
·협력사만족도설문조사

·협력사간담회

·협력사대화

·안전및환경개선

·상가활성화

임직원

·직원만족도조사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트라넷‘Dear CEO’

·사내워크숍

·안전관리

·인사제도/평가

·복리후생

·교육및역량개발

·직원의견적극수렴

·직원편의시설 (식당, 건강검진)

관심이슈 커뮤니케이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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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최종태위원장

질문ㅣ서울시설공단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누구라고 생각

하십니까?

답변ㅣ서울시설공단의 근본적인 목표가 시민의 복리증진이므로

시민고객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비

용효과 측면의 경제적인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노력하는기관이라고생각합니다.

질문ㅣ서울시설공단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답변ㅣ 서울시설공단의사업과관련해서사회적가치창출관련이

슈가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과 시민의 복지 증진 관련 이슈가 그 예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의 사회문화복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관련사업을개발한다면새로운고용을창출할수있을것입니다.

서울대학교정창무교수

질문ㅣ시설환경관리, 재난안전관리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와

개선이필요한분야는무엇입니까?

답변ㅣ서울시설공단은재난안전관리부분에서시스템을구축해서

잘운영하고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부분은아무리강조해

도지나치지않은만큼향후지속적인관리와개선이필요

합니다.

질문ㅣ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서울시설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

씀해주십시오.

답변 ㅣ 서울시설공단은 사업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연계시켜야

합니다. 예를들어환경경영측면에서는청계천관리에있어서친환경생태하천구축추진, 도심지공

사감독시공사에서나온철근콘크리트폐기물재활용방안노력등이있을수있습니다. 사회적가

치 창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지하도상가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의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구

관리방안노력등이있을수있습니다.

이해

관계자

인터뷰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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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지속가능경영이슈분석

서울시설공단의 중요 이해관계자 확인 및 중요이슈 도출을 위해 미디어, 경쟁사 중요이슈, 지속가능경영

중요이슈등을분석하였습니다.

중요성분석

서울시설공단의 지속가능경영 중요이슈 도출을 위해 총 3단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미디

어분석, 동종산업벤치마킹, 협력사설문조사결과, 2009년‘고객의소리(VOC)’DB분석을통해외부이슈

를분석하고, 2009년경영실적보고서, 내부고객만족도조사를통해내부이슈를분석하였습니다. 2단계

에서는서울시설공단관련이슈와이해관계자이슈를통합하여중요이슈를도출하고 3단계에서는외부이

해관계자및내부임직원검토를거쳐최종적으로중요이슈를도출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중요성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중요이슈를도출하였습니다.

1단계

내용

내부및외부이슈분석

2단계
•서울시시설공단관련중요이슈

•이해관계자중요이슈
이슈분석및우선순위선정

3단계 •외부이해관계자및내부임직원검토검토

•서울시설공단의중요이슈

•중요성분석프로세스

•시민고객

- 편의시설확충

•환경

- 생물다양성

- 수자원보호

•경영일반

- 공정거래

•임직원

- 사회공헌활동

- 직원친절교육

•시민고객

- 교육및학습

•지역사회

- 집회관련시설이용

- 친환경녹지관리

•임직원

- 직원편의시설

•임직원

- 복리후생

- 직원의견수렴

•경영일반

- 신규사업발굴

- 산학협동

•환경

- 재활용및재사용

서울시설공단에미치는영향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High

High

Low

Low

•외부이슈

- 미디어분석, 동종산업벤치마킹, 협력사설문조사결과, 2009년 VOC자료

•내부이슈

- 2009년경영실적보고서, 2008 인사노무관련내부고객만족도조사

•경영일반

- 재무성과

- 투명/윤리경영

•정부/서울시

- 비전및전략

- 조직혁신

•임직원

- 상생협력

•시민고객
- 고객편의/서비스개선
- 쾌적한시설및환경
- 사회적서비스

•임직원
- 인사제도/평가
- 노사갈등및해결
- 역량개발

•환경
- 에너지절약
- 환경영향감소
- 소음공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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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소개

Introduction

이사회구성

서울시설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인과 비상임이사 6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중 사외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현재 이사회 의장직은 집행기관의장인 이사장이겸임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방공 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에따라 2010년부터는비상임이사중에서의장을선출하여지배구조를선진화할계획입니다.

이사회의결절차

이사회의결사항

이사회는 공단의 사업과 긴밀히 연관된 주요 안건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도

가높은사안들을다루고있습니다.

상임

비상임

우시언

정인준

정동진

공성석

장경환

고인석

김태기

도철웅

이수희

박한식

의장

사업운영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

공사관리본부장

서울시경영기획관

서울시도로기획관

단국대학교교수

청석엔지니어링부회장

법률사무소청지변호사

한텍시스템감사

2007.4.11 ~ 2010.4.10

2007.11.5 ~ 2010.11.4

2008.2.28 ~ 2011.2.27

2008.1.16 ~ 2011.1.15

2009.1.1 ~

2009.1.1 ~

2007.8.1 ~ 2010.7.31

2008.1.16 ~ 2011.1.15

2008.10.1 ~ 2011.9.30

2009.6.12 ~ 2012.6.11

당연직이사

당연직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구분 성명 직위·소속 임기 비고

•이사회현황 (‘09년 12월기준)

* 감사(최용호, 前강동구청장직무대행)는의결권없이이사회에참석하여의결사항을확인하고서명합니다.

* 당연직이사임기는그직의재임기간입니다.

❷관계부서협의

❺이사회개최(의결) ❻ 결과통보(의안소관부서)

❸ 담당이사및이사장결재후개최 7일전까지

총무회계처에제출

❹이사회개최5일전까지이사전원에게이사회

소집통보및자료배부설명

❶소관부서입안

⇦ ⇦

⇦ ⇦

•사업계획및예산과결산에관한사항

•조직및기구의개폐에관한사항

•중요한재산의취득처분및임대차에관한사항

•중요한대행사업의수탁, 위탁등에관한사항

주요안건(2009년)

•소송및화해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중요한규정의제정및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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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사전예고제’를통한이사회역할강화

서울시설공단은이사회개최전안건에대한사전설명을통해이사의심의역량을제고하고있습니다.

비상임이사「경영정보방」운영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비상임이사의 이해도를 높여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방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이사회의성과평가

이사회의운영에대한성과평가는매년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경영실적평가에포함되어함께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를제외한상임이사에대해공단자체적으로매년이사장과경영성과(목표)계약을체결

하고, 경제, 환경, 사회관련성과평가항목에따른이행실적결과에따라성과급을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최근3개년이사회개최현황

2009년이사회는총 7회개최되었습니다. 주요안건은광화문광장등 3개광장인수추진사항및향후운

영방향, 동대문역사문화공원시설물인수추진사항및향후관리방향등이었으며총 28건의의결사항이논

의되었습니다.

계

소집

서면

10

4

6

36

30

6

8

5

3

29

26

3

7

5

2

28

26

2

2007 2008 2009

횟수 의결(건) 횟수 의결(건) 횟수 의결(건)

•이사회개회현황

서울시설공단은 투명경영을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

다. 이사회회의록을포함한이사회

관련 주요 정보는 지방공기업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 : 이사회회의록요약본

(행정안전부소정양식)

•공개장소 : 지방공기업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cleaneye.go.kr/)

•공개시기 : 정기공시(4월이내),

수시공시(14일이내)

⇦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사회안건예고

•사전정보제공

•임원간담회의

•방침결정

안건예고(D-15)구분

•소관부서방문설명

•추가요구자료제공

•의견수렴

※필요시안전부분수정

•구체척인설명자료제공

및의견수렴

•참고자료제공

사전설명(D-5)

•상정안건부서장추가요구

자료제공및설명

•상정안건부서장추가요구

자료제공및설명

안건심의(D)

안건에대한사전설명으로심의역량제고

구분

투명경영을위한

이사회운영상황정보공개

·공단소개 : 비전, 설립배경및목적

·재무현황 : 자본금및자산, 

재무제표

·예산현황 : 예산규모및수지예산

·경영관리 : 경영목표, 경영성과, 구

조조정과경영혁신, 노사관계

·경영평가 : 연도지표별득점현황

·고객만족 : 사업별만족도조사결과

·이사회개최현황 : 연도별의안처리

현황

·사업현항 : 주요업무추진현황, 분

기별심사분석결과

경영정보망구성내용

* 이사회운영규정과이사회의사록은지방공기

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클린아이(http://

www.cleaneye.go.kr/)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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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소개

Introduction

공단재난ㆍ안전관리체계

서울시설공단은서울시종합재난관리시스템과의유기적인연계속에서시민의생명을보호하고안전을보

장하는데최우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분야별·시기별로재해방지대책을수립하였으며, 재난방지

대책종합교육및훈련을실시하고, 각종재난방지시스템의구축및운용점검을통해무재해달성을위

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재난상황관리개념도

서울시설공단재난관리본부는서울시민의생명과안전을위해재난예방및대비, 신속하고체계적인대

응, 재난관련보고와통계및평가, 신속한응급복구를지원하고있습니다.

각종재난방지시스템의구축및운용점검

재난방지대책종합교육·훈련실시

분야별·시기별재해방지대책수립

재난방지시스템점검

•위험시설의개선방안수립

•시설물특별·수시점검

•위험사항조치계획실시

대응

•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

•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등

피해최소화

복구

•신속한응급복구지원

•향후복구계획수립등

사후분석및평가

•재난관련보고및통계

사후분석및평가

•재난및예산현황관리

예방및대비

•위험인자의 사전제거를

통한재난발생억제및

재발방지

•최악의사태를상정한

대비태세확립

재난방지교육실시

•자체및외부안전교육실시

•교육결과의피드백

•비상대비모의훈련실시

재해예방계획수립

•여름철수방계획수립·실시

•겨울철재설계획수립·실시

•해빙기안전계획수립·실시

전문적인시설관리역량을바탕으로한

무재해재난관리시스템구축

재난관리본부

시설공단SR내지  2010.4.13 9:59 AM  페이지20   001 refine-4도 2540DPI 175LPI  T



022.023
Society▶Introduction Economy Citizen Customer Environment

위기상황발생시대응조직체계구축

서울시설공단은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

여위기대응능력을높여가고있습니다.

•현장중심의재난관리체계확립

재난대응업무지원체계구축

비, 눈, 화재등재난유형별로신속한의사결정을

지원할수있도록현장의특성을고려하여최적의

시나리오구성, 유기적업무체계구현

구호및복구지원강화

원활한구호활동을위해구호업무를강화하고, 자

연재난의피해복구수행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

위한관리체계구축

긴급구조체계확산및고도화

긴급구조시스템의구축확산, 직접현장에서정보

활용체계구축

응급의료시스템보강

구조구급활동시응급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

병원과구조·구급차량간원격진료환경구축

본부장

이사장

•조직

차장

도로교통본부장

총괄조정관

도로관리처장
교통정보처장 도로환경관리처장

(    )(    )
복구반(사업소)

교통시설관리처, 도로관리처, 강남북공사처, 공

동구관리처, 장묘문화사업단, 청계천관리처, 광

장관리처, 상가사업단, 상수도공사관리처, 조경

공사관리처, 어린이대공원사업단, 월드컵경기장

사업단, 도로환경관리처

상황반(상황실운영)

반장 : 파트장(부장) : 20명, 4급(과장) : 18명

반원 : 5ㆍ6급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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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편성

•교통관리소

·주차견인

•차고지관리소

•혼잡통행료

관리소

•상가관리소

·중부

·종로

·강남

·영등포

•도시고속도로

·지하차도

·가로등

·터널

•관리소

·여의도공동구

·목동공동구

·가락공동구

·개포공동구

·상계공동구

·상암공동구

•5개시립묘지

·승화원

·용미리1묘지

·용미리2묘지

·벽제리묘지

·망우리(내곡리)

•세운초록띠공원

•광화문광장

유지용수관리소

교통

시설관리처

(재해대책반)

상가

사업단

(재해대책반)

도로

관리처

(재해대책반)

공동구

관리처

(재해대책반)

장묘문화

사업단

(재해대책반)

광장관리처

(재해대책반) 강
남
ㆍ
강
북
조
경
상
수
도
관
리
처

어
린
이
대
공
원
사
업
단

월
드
컵
경
기
장
사
업
단

교
통
정
보
처

도
로
환
경
관
리
처

청계천관리처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발생시연계대응체계확립

서울시설공단은서울시, 산하기관, 협력업체와의연계를통해재난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

하고있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산하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교통사업소

산하기관
관할구청

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

협력업체
시설유지보수, 정비업체

수용시설(한전, KT등)

인근지역주민

공단

재해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사업부서

재해대책반
현장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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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방재정보체계

도시고속도로안전관리

서울시설공단은 강제배수 지하차도 25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차도 원격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시체계

유지및실시간상황을파악하고있습니다. 지하차도원격감시시스템운영을통해지하차도배수펌프가

동상태 감시(과전 누전 정전여부, 집수정 위험수위), 지하차도 도로축 침수여부 실시간 감시, 지하차도 시

설물유지보수이력관리등의효과를내고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종합방재센터

서울시설공단은 경기장 내 각종 설비의 운영제어 및 관리, 이상동작 상태 감시가 가능한 종합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방재센터 내에는 통합 운영시스템이설치되었으며운영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

하여화재나정전등안전사고발생위험을항시감시하고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돌발사고대응

서울시설공단은 CCTV, 운전자 제보,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교통방송 제보 정보와 돌발상황 자동감지 알

고리즘을 통해 도시고속도로의 돌발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돌발상황 처리건수는

2008년대비 598건이감소하였으며돌발처리시간을평균0.8분단축하였습니다.

월드컵경기장종합방지센터

지하차도감시

배수펌프및

집수정수위상태

원격감시

상황

발생 통신망기지국

(유선, 무선)

상태

자동전달

관제컴퓨터

담당직원

휴대폰

비상대기자

관제시스템

↓

2008년도

2009년도

15,214

14,616

5,913

5,692

5,034

4,512

3,846

4,024

421

388

24.0분

23.2분

23.1분

22.4분

24.6분

23.8분

32.9분

30.2분

돌발상황처리건수 돌발처리시간

구분 총계 교통사고 고장차량 공사 기타 평균 사고 고장 낙하물

•돌발상황발생및처리실적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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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광화문광장통합상황실

서울시설공단은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4개의 광장과 청계천을 관리하는 통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

의안전과시설물보호를위해힘쓰고있습니다. 통합상황실에는수로, 조명등을원격제어하는설비와수

위계를비롯한여러감시설비들을갖추고 2인이 24시간 전일근무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비상시긴

급구조를 위해 서울시 재난대책본부 및 인근소방서(중부, 종로 등), 경찰서(서울경찰청, 종로 등)와 별도의

핫라인을설치하여안전사고발생시즉각적인협력이가능한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공동구안전관리

서울시설공단은여의도(6.1km), 목동(11.7km) 등 6개공동구의시설을유지관리하여시민의안전과편의를

도모하고자통합감시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2인이 상주근무하여현장상황모니터

링및원격제어를하고있으며, 상황발생시비상연락체계유지를통해공단, 점용및유관기관과의긴밀한

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또한공동구지상과지하간원활한통화가가능하도록 TRS통신망을구축

하여 재난발생시 재난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공조 통화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상수도 파손, 우수유입 등

의비상시대처능력을강화하기위해모의훈련을실시하여공동구의안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지하도상가종합방재시스템

서울시설공단은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철저한안전관리를위해현장방재실과실시간정보공유의

2중 감시를 실시하는지하도상가방재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설치장소는공단청사 8층으로 영상감지

시스템, 방송시스템, 무선통신(TRS)을운영하고있습니다.

•돌발상황대응체계도

●수동감지

·CCTV

·운전자제보

·도시고속도로순찰대

·교통방송
상황발생

감지

●대응방안결정

●자동감지

확인

●유관기관연락

·도시고속도로순찰대

·소방방재본부(119)

·관할경찰서

·교통방송

상황대응

정보제공및교통류관리

모
니
터
링

상
황
종
료

종합방재센터

⇦ ⇦ ⇦ ⇦ ⇦

상황별반복모의훈련을통한
비상시대처능력강화

- 상수도파손, 우수유입, 불법침입대비

모의훈련실시 (5회)

- 상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등관

계기관 232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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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체계

서울시설공단의지속가능경영

서울시설공단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서

울시설공단의많은사업들은이미기존전략방향내에서사회적이고환경적인다양한성과를창출해왔습

니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키워드인 이해관계자라는 틀 속에서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좀 더

체계적으로창출하기위해새로운비전을세우고, 이를달성하기위한 3대핵심가치와 4대추진전략을수

립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이러한지속가능경영전략체계가모든사업분야에서실현될수있도록점차

적으로세부적인목표와과제를수립하여실천해나갈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비전

서울시설공단의 지속가능경영 비전은‘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이 지속가능경영 비전은 서울시설공단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과 궁극적인 목

표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수립하였습니다.

비전체계도

지속가능한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통해서울시민의

‘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

기업

시민고객을
위한혁신

최상의서비스
제공

Vision

Core ValueⅠ

StrategyⅠ
Best Service

미래경쟁력강화

StrategyⅢ
Best Corporation

파트너십강화

StrategyⅣ
Best Relationship

녹색도시지향

StrategyⅡ
Best Green-city

Innovation for 
Citizen Customer

지속가능환경을
위한혁신

Core ValueⅡ
Innovation for 
Environment

조직성장을
위한혁신

Core ValueⅢ
Innovation fo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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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스스로도

지속가능해야한다는 것이 서울시설공단의신념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실현하

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혁신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확충해나가고자합니다.

지속가능경영추진전략- 「Best 4」Strategy

80개공단중최초로설립되었으며최대규모를자랑하는서울시설공단은국내지방공기업중최고(Best)

공단으로서의브랜드를유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명성과경쟁력을기반으로, 서울시설공단은지

속가능경영을추구하는전략에서도최고를지향하고있습니다.

「Innovation for

Growth」

조직의성장을

위한혁신

최상의시민고객

서비스제공

Best Service

•서비스만족도제고

•시민고객안전최우선

•IT 융합첨단서비스개발제공

•시민문화및생활편의시설확충

녹색도시지향

Best Green-City

공단의미래경쟁력강화

Best Corporation

이해관계자존중

Best Relationship

{ } 기존서비스뿐만아니라

첨단서비스를개발, 

최상의서비스제공

•도시생태계보존및친환경인프라조성

•도시인프라안전, 편리, 효율운영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사전예방{ } 지속가능한녹색도시추구

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동참

•전사적지속가능경영체계구축

•경영효율성제고

•미래신사업발굴

•인재양성(직원역량개발){ } 현재뿐아니라미래에도

최고의경쟁력과명성유지

•서울시정책적극부응및실천

•임직원들의‘일과삶의균형’추구

•협력사와상생

•지역사회공헌활성화{ } 서울시, 협력업체, 지역사회등

모든이해관계자존중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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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ith Economy

Seoul Metropolita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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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부족하고모자란느낌이들때에는서울을누려보세요. 어린이대공원에서천진했던아이의마음으로돌아가즐겨보세요.

지금당신이가지고있는것이결코적지않음을깨닫게됩니다. 늘충만한당신을위해서울시설공단이함께합니다. With U

어린이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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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경영방식(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02 With Economy
2009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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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2009년 고객감동경영, 효율중심

사업운영, 미래경쟁력제고등3개경영방침을설정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경영비전을달성하기위해수입금 971억원, 고객만족도 80점, 윤리경영강화를통한청렴

도 1위 공기업, 나눔경영의지속적확대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목표달성을위해서첫째, 고객만족도제

고, 창의디자인경영추진, 안전관리 만전을통해대시민서비스를향상에노력하고있습니다. 둘째, 현장중

심조직운영, 성과능력위주인사, 직원의다기능화를통해조직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셋

째, 신규사업발굴, 예산절감도모, 민간자본활용을통해생산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경제

2009년 서울시설공단은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초록띠공원유지관리사업인수등지속적인사업확

장을이루었으며, 조직개편과직원역량개발등경영효율화를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신규사업인수와경

영효율화를통해수입금은전년대비 3% 증가한 978억원을달성하였고, 재정자립도도전년대비 15% 증

가한 156%로향상되었습니다.

세계적인도시의위상에걸맞는기반시설유지관리를위해서시설관리를선진화함과동시에시민고객중심

의가치를창출할수있는창의적이고풍부한콘텐츠들을개발하는것이서울시설공단의중요한도전과제

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도로, 상가및각종시설물관리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한편, 고객중

심의콘텐츠를발굴하여서비스함으로써시민고객의만족도제고를위해노력할계획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경제관련주요이슈는다음과같습니다.

* High : 조직혁신, 재무성과, 고객서비스개선

* Medium : 신규사업발굴, 편의시설확충

VISION

•고객만족도제고

•창의디자인경영추진

•안전관리만전

•현장중심조직운영

•성과능력위주인사

•직원의다기능화

•신규사업발굴

•예산절감도모

•민간자본활용

대시민서비스향상 미래경쟁력제고 효율중심사업운영

수입금

971억원
고객만족도

80점

윤리경영강화

청렴도1위

나눔경영확대

봉사활동

2만7천5백
시간

서울시민에게봉사하는공기업

경영목표

추진전략

* 경영목표상의수입금(971억원)은대행사업을통해발생하는수입을의미함. 경영목표상의수입금(971억원)은대행사업을통해발생하는수입을의미함.

주요이슈

(Issues)

비전

(Vision)

전략방향

(Strategies)

성과

(Achievements)

과제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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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33
SocietyIntroduction ▶Economy Citizen Customer Environment

경영혁신

서울시설공단은 2009년 경영혁신추진을 위해서 신규사업확장, 조직운영 효율성제고, 지속가능경영 강화

를중점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확장

서울시설공단은 기존 사업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신규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송배수관공사감독업무를시작으로 2009년에는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공원, 동대문역사문

화공원등여러신규사업을인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신규사업인수현황1

1983. 09 공단창립

1983. 10 지하도상가

1984. 08 공영주차장

1986. 01 어린이대공원

1987. 01 시립승화원

1990. 02 견인보관소

1994. 10 도시고속도로

1995. 01 공동구

1996. 11 혼잡통행료

2000. 07 공영차고지

2000. 09 공사감독

2000. 12 교통정보제공

2001. 10 월드컵경기장

2002. 08 번호판영치

2003. 01 장애인콜택시

2005. 10 청계천

2009. 08 광장관리

2009. 10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을지로등 29개상가 2,783점포

잠실환승주차장등 21개소(환승9, 노외8, 노상4) 3,490구획

총면적 560,552㎡ - 동물원(107종, 3,680마리), 식물원(338종, 6,152본)

화장로(23기), 봉안당(90,311위), 자연장(16,000위), 산골공원(22,672㎡), 

묘지5개소(80,532위)

창동(노원구, 도봉구) 250대, 장기보관차량(1개월이상) 매각

올림픽대로등 13개자동차전용도로, 177Km, 녹지대 158만㎡

6개공동구, 32.8Km(관리연장 66.9Km)

남산13호터널(10인승이하승합차량 - 2천원)

은평차고지등 8개소, 332,109㎡(버스 2,453대, 65개업체)

- 사무실, 정비, 세차, 주유, CNG

200억미만도심지공사및상수도공사관리상수도(‘03.3)공사감독

내부순환로등 7개노선의교통상황모니터링및교통정보제공

주경기장(66,806석) 및수익부대시설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자치구인력파견)

280대, 연중 24시간무휴운행 -이용대상 : 12급중지체, 뇌병변, 휠체어장애인

총연장 8.12Km(태평로~ 중랑천합류부)

광화문광장(18,840㎡), 세운초록띠공원(3,748㎡), 청계광장(2,026㎡) 유지관리

동대문역사문화공원(15,818㎡), 디자인갤러리,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이벤트홀, 홍보관시설물유지관리

1 서울시설공단은추모공원건립을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 : 서초구원지동68번지

•사업기간 : 2001. 7 ~ 2012. 4

•부지면적 : 36,453㎡

•주요시설 : 화장로 11기및유족대기실등

각종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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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ith Economy

조직운영및효율성제고

인력감축및조직개편

서울시설공단은서울시투자기관경영혁신계획에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동안총 170명(총

정원의 10%)의정원을감축하는등지속적인조직슬림화를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이후경영환경변화에맞추어유사기구를통폐합하는등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

해부단히노력하고있습니다.

경제

이를위해지난 2004년 유사부서통폐합을추진하고, 사업조정등감축상황에있는단순행정직종자에대

한기술재교육을통해신규사업등기술인력의미래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는등효율적인조직운영

을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습니다.

•단계별추진실적

•조직개편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43명

1,428명

▲57명

1,371명

계

▲170명

1,371명

▲70명

1,471명

연도별

감축

관리정원

1단계

(04.12)

「조직슬림화」

2단계

(05.10)

「조직플랫화」

3단계

(07.10)

「조직효율화」

4단계

(09.12)

「조직전문화」

•유사기구통폐합(20개 기구감축)

- 개편전 : 3본부 17처 51팀 31관리소

- 개편후 : 3본부 15처 47팀 17관리소

•정원감축 : △564명(조직재설계및증원요인흡수)

•복수직급제도입 : 처장(1~3급), 팀장급(1~4급), 팀원(1~9급)

•기업형대팀제도입

- 기존 : 「처팀」제⇒「팀파트(부)」제전환

•기구감축(△ 32개)

- 개편 전 : 3본부 16처 48팀

- 개편후 : 5본부 20팀 10부 * 파트장(20인)

•본부간접조직축소

- 마케팅전략팀, 혁신전략팀→경영혁신실통폐합

•기구조정

- 개편전 : 5본부 20팀 9부 16관리소

- 개편후 : 5본부 18팀 8부 16관리소

•신규사업인수및사업이관

- 광화문광장·동대문역사문화공원인수, 견인보관소자치구이관

•기구조정

- 개편전 : 5본부 18팀 8부 16관리소

- 개편후 : 5본부 20처 8부 18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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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공공성과신뢰도를높이기위해노사가한마음이되어무분규임단협타결, 노사화합워크

숍개최등노사협력분위기조성에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 중장기인적자원개발(HRD) 추진체계정립 (‘09.1)

- HR전략수립및 e-HRD시스템구축 (‘09.6~’10.1)

- 글로벌전문인력양성을위한해외연수교육파견 (‘09.8~’10.5)

034.035
SocietyIntroduction ▶Economy Citizen Customer Environment

일잘하는조직, 협력하는노사

서울시설공단은 시민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인적자원인 직원들

의역량개발을끊임없이도모하고있습니다. 공단인의인재상을정립하고중장기인적자원개발(HRD) 추진

체계를확립하여계층별역량개발프로그램을운영해가고있습니다.

개인별매년최소 80시간(4학점) 이상교육을이수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2009년에는개인별평

균 108시간의교육을이수하였습니다. 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해해외연수와선진유관행정기관현장실습

벤치마킹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교육중에는분기별과제보고서를 2회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교육

후성과평가를통해실제적용가능사례도입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직원역량개발을

위한추진노력

- 도로교통분야우수기관인정, 대통령기관표창 (‘09.7)

- BEST-HRD(인재개발우수기관)획득, 교육과학기술부인증 (‘09.10)

- ‘풀사료’제공등사회공헌인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09.12)

대외적으로

‘일잘하는조직’으로인정,

각종표창수상(受賞)

- 시(市)공기업노사정화합평화및사회공헌선언참여 ('09.2)

- 노동부노사문화우수기업인증및재정지원사업대상선정 ('09.7)

- 노사화합워크숍및노사파트너십세미나개최 ('09.10)

노·사상생의

협력기반유지

일자리창출

서울시설공단은 2009년 신입 직원 34명을 채용하고, 공사장‘안전·환경도우미’44명을 채용하여 일자

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 저소득층 가정과 32개의 현장 간 결연을 체결하고 공

사장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

다. 또한 청년실업해소를위해정부가시행한행정인턴제를도입하여, 대졸 미취업자 31명을 10개월 간

채용하였습니다. 이를통해서울시설공단에필요한인력을충당하고, 정부정책에적극적으로협력하여일

자리창출에힘쓰고, 청년실업의고통을함께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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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설공단은사업운영에필요한인건비와제경비등일체의사업비를서울시로부터지원받아예산으로

편성하여지출하고있습니다. 반면에지하도상가임대료를비롯한혼잡통행료, 공영주차요금등각종대행

사업에서발생하는수입금을시(市)세입으로납입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예산구조를가진서울시설공단

의 2009년예산은 1,946억원으로작년대비 14.5%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중시(市)대행사업비는 99%, 구

(區)대행사업비는 1%를차지하고있습니다. 지출은사업운영비 52%, 인건비 33%, 유무형자산 14%, 예비

비 1%로 구성됩니다. 전체 지출중사업비와운영비비중이높은것은서울시설공단의사업특성에서기

인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인건비와시설물의수선유지비등경직성경비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주요경영성과

02 With Economy

(단위：백만원)2009년 9월기준•대차대조표

자산총계

84,272

77,590
68,482

2007 2008 2009

부채총계

58,119

51,437
42,329

2007 2008 2009

자본총계

26,153 26,153 26,153

2007 2008 2009

* 공단의부채는직원퇴직급여충당금보유액이

대부분이며결산일(2/31)기준지급시기미도래

로인한미지급비용등이있음.

* 공단은시에서수렴한자금을집행후정산반납

하므로당기순이익이발생하지않고따라서이

익잉여금등자본계정변동사항이없음.

2008.예산 1,700억원대비 246억원, 14.5% 증가규모 1,946 억원

시(市)대행사업비1,933
(99%)

수입

1,946
억원

구(區)대행사업비

13(1%)

사업운영비

인건비

유무형자산

1,038
(53%)

643
(33%)

지출

1,946
억원

예비비

16(1%)

249(13%)

매출액

159,276
160,785

182,065

2007 2008 2009

(단위：백만원)•손익계산서

대행사업관리원가

148,868 149,288

171,813

2007 2008 2009

매출총이익

10,408
11,497

10,251

2007 2008 2009

판매비와관리비(영업비용)

11,704 11,742
12,032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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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손실)

(1,296)

(245)

(1,781)

2007 2008 2009

영업외수익

2,990

2,476
2,677

2007 2008 2009

영업외비용

1,694

2,226

835

2007 2008 2009

* 공단결산상대행사업관리원가는기획실, 총무처, 감

사실등지원부서가집행한비용을제외한어린이대

공원, 월드컵경기장등대행사업수행에직접소요된

일체의비용으로써연도별, 대행사업별세부사업내

용에따라그규모의변동이있음.

예> 장애인콜택시증차운영및지하도상가개·보수,

어린이대공원재조성등당해연도에시행한사업

의규모에따라대행사업관리원가의증감이발생

될수있음. 2009년도에는광화문광장등신규

대행사업의인수등사업규모의증가가대행사업

관리원가증가의주요요인이라고할수있음.

* 대행사업비관리원가절감을위해기존인력재배치로

신규사업운영에따른인건비를절감하거나, 예산절

감사례에대하여격려하고지원하는 "예산성과금제

도"등을시행중에있음.

(단위：백만원)•매출현황

159,276 160,785

182,065

2007 2008 2009

(단위：백만원)•세금

1,033
1,074

1,172

2007 2008 2009

* 남녀평균임금비율 : 차이없음

* 법정최저임금대비신입사원임금비율:

125%(2009년기준)

* 급여는인건비구성항목중기본급에해당함

* 남녀평균임금비율 : 차이없음

* 법정최저임금대비신입사원임금비율: 125%(2009년기준)

* 총급여금액이증가하는이유는행정안전부의인건비인상가이드라인

2~3%(호봉승급분제외)에의한것임

* 연구개발수입은현장업무관련기술혁신성과를

산업재산권으로등록해얻게된수입임.

* ‘09. 12월현재특허등산업재산권: 등록 26

건, 출원심사중30건등총56건

급여

20,941
21,533 21,505

2007 2008 2009

(단위：백만원)•인건비

퇴직급여

8,678

8,283

8,619

2007 2008 2009

복리후생비

10,783
14,561

15,700

2007 2008 2009

산업재산권등록건수(건)

5
11

8

2007 2008 2009

•연구개발수입

산업재산권사용료수입 (원)

162,000

4,067,500

48,035,500

2007 2008 2009

국민연금회사부담금

2,293 2,384
2,404

2007 2008 2009

(단위：백만원) (단위：백만원)

•인건비연금지원금액 •사회공헌성금

금액

33
30

137

2007 2008 2009

* 공단은당기집행잔액을매출액차감하는형식으로정산반납하기때문에당기순이익은항상 "0"임

* 당기순이익을 "0"으로정리하기위해집행잔액을매출에서차감하므로영업이익(손실)은항상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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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과불평으로마음이불편할때에는서울을느껴보세요. 월드컵경기장에서들려오는함성소리를상상해보세요.

그열정과젊음이당신의삶을새롭게채워줄것입니다. 마음가득꽉찬당신의만족을위해서울시설공단이함께합니다. With U

월드컵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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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객

시민고객과함께가꾸는서울의시설

03 With Citizen Customer

지하도상가 •사업개시 1983년 10월

•관리시설 29개상가(148,978㎡), 2,783개점포

서울시설공단은문화레저시설인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광화문광장등과생활시설인시립승

화원, 지하도상가, 도심지공사감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및 도로분야관련 교통정

보, 자동차전용도로, 장애인콜택시등의서비스를통해시민편익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사업개시 2001년 10월

•관리시설

- 주경기장(66,806석), 보조경기장(1,000석)

- 부대시설(회원실 56실, 식당·매점 29개소)

- 수익시설(할인점, 영화관등 8종) 및기타편의시설

어린이대공원 •사업개시 1986년 1월

•관리시설

- 총면적 560,552㎡, 수목 143종 408천주

- 교양(48개소)조경(14개소)유희(3개소)편의시설(53개소)

- 동물원(107종 3,680마리) 및식물원(338종 6,152본)

시립승화원 •사업개시 1987년 1월

•관리시설

- 승화원 1개소(화장로 23기)

- 추모시설6개소(90천위) 및묘지시설5개소(80천기)

- 산골공원 2개소(22,672㎡), 자연장지 1개소(16천위)

도시고속도로 •사업개시 1994년 10월

•관리시설 13개노선(연장 177km, 녹지대 158만㎡)

교통정보제공 •사업개시 2000년 12월

•제공대상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북부간선로

및남산권

•관리시설데이터수집및가공, 교통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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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사업개시 2003년 1월

•이용대상휠체어를이용하는 1·2급장애인

•관리시설장애인콜택시280대, 콜센터 1개소

•운행지역서울시및인접수도권 12개지역

(24시간연중무휴)

청계천 •사업개시 2005년 10월

•관리시설태평로~중량천합류점(연장 8.12km)

광장관리 •사업개시 2009년 8월

•관리시설광장사용허가및시설물관리

공동구 •사업개시 1995년 1월

•관리시설총6개소(32.8km)

- 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

도심지

공사감독

•사업개시 2000년 5월

•관리시설 200억원미만도심지공사감독

- 일반공사 : 서울시및자치구위탁공사

- 상수도공사 : 상수도사업본부위탁공사

교통시설 •관리시설/사업개시

- 공영주차장 : 21개소(3,490구획) / 1984.8

- 견인보관소 : 1개소 / 1990.2

- 혼잡통행료 : 남산 1,3호터널요금관리소 / 1996.11

- 공영차고지 : 8개소(65업체, 2천대박차) / 2000.7

- 번호판영치지원 : 25개자치구지원인력파견 / 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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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객의만족도제고

03 With Citizen Customer

서울시설공단은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이하 CS)비전인‘고객에게감동을주는공단’이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2008년 수립한‘고객만족경영 로드맵’에 따라

시민고객의눈높이에맞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해나갈것입니다.

시민고객

체계적인CS추진조직

서울시설공단은고객경영체계정착을위해다양한조직을정비운영하고하고있습니다.

CS Vision 

·고객세분화및비전·전략확정

·CS실행전략Road-map구축

·MOT프로세스재정립

·VOC프로세스체계확립

·내부만족도조사프로세스체계화

·CS추진방향전파활동추진

·고객만족교육활동추진

·CS책임자와역할명확화

·MOT에따른서비스모니터링

·내부만족도조사개선과제도출및

피드백

·CS평가지표및보상방안추진

·CS개선워크숍(가칭:Work-Out)

·사내고객만족경영전문가양성

·VOC시스템체계정비방안수립

·CS전담부서또는전담직원형성

·고객정보관리시스템구축

( )고객에게감동을주는서울시설공단

고객가치3F’s

Fast
빠르게

Fun Family
나와고객이
즐겁게

가족과같이

2008년 2009년 2010년

고객만족경영로드맵
확립및인프라구축

고객만족경영체계정착
최상수준의

공공서비스기관도달

CS운영위원회

CS추진위원회

고객위원회

CS자문단 CS자문위원별도위촉

(2010년)

CS조직 구성및역할 비고

·구성: 경영지원본부장(위원장) 및 12개부서장(위원)

·역할: CS정책개발등관련주요이슈논의

·구성: 담당파트장(위원장) 및 23개부서CS도우미(위원)

·역할: CS활동사례공유, 벤치마킹, 우수부서및직원평가등

·구성: 시민모니터 7명위촉(임기제)

·역할: CS실행성과평가및온라인활동

·구성: 외부전문기관컨설턴트 (4명)

·역할: CS교육지원및자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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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객의권리

서울시설공단은 2008년 7월부터시민고객의정당한권리보장을위해「시민고객의권리제도」를도입·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는민원처리시고객이요구할수있는권리를안내하도록전직원에게의무화한것

입니다. 앞으로도서울시설공단은최고의고객인시민의권리보장을위해최선을다해나갈것입니다.

2009년서울시설공단고객만족도(CSI)

서울시설공단은해마다행정안전부와서울시가전문조사기관을통해실시하는고객만족도조사를받고있

습니다. 본 조사를통해고객니즈(Needs)를 파악하고시설이용고객의편의향상을위해지속적인 CS개

선활동을펼쳐가고있습니다.

2009년에는어린이대공원리모델링, 장애인콜택시차량증차, 화장예약시스템개선등시설개선및프로세

스개선을추진하였고, CS추진위원회, 고객위원회등을통한고객만족모니터링및실적평가체계화, 전문

CS강사를통한전직원고객만족교육등을중점적으로실행한결과고객만족도가향상되는결과를얻을

수있었습니다.

시민고객의권리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조사방법 1:1 대면또는전화면접

•조사대상 월드컵경기장등 5개사업(600명)

•조사결과 종합만족도

(’08년) 66.2→(’09년) 72.15(전년도대비 5.95점상승)

서울시

•주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조사방법 1:1 면접

•조사대상 월드컵경기장등 6개사업(780명)

•조사결과 종합만족도

(’08년) 73.6→(’09년) 77.9(전년도대비 4.3점상승)

※ 2009년서울시 5개투자기관중두번째로높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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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With Citizen Customer
시민고객

2009년

고객만족을위한노력

서울시설공단은 시민고객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월드컵경

기장, 어린이대공원, 시립승화

원, 지하도상가, 장애인 콜택

시, 청계천, 공영주차장 등 생

활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창의

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

였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시민고객을위한시설개선및안

전관리강화

·북측광장분수시설개선, 회원실

식당보수, 프레스센터시설고급

화, 파워워킹코스조성

시민고객을위한다양한볼거리

제공

·북측광장마당놀이, 남측브릿지

눈썰매장, 디자인갤러리설치등

사회적약자를위한배려

·지방초교초청투어(‘09.6), 장애

인편의시설확충, 여성전용주차

구획설정등

어린이대공원

이용시민편의시설현대화

·고객안내센터, 카페테리아식매점

재개장

·화장실수준향상(수유실, 가족화

장실등)

다채로운고품격문화행사개최

·대형야외공연장오픈(뮤지컬, 오

케스트라유치)

어린이를테마로한신규시설

개장

·체험형앵무마을, 전래동화마을,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꼬마동물

마을, 동물어루마당및찾아가는

생생동물원운영등

시립승화원

(벽제화장시설)

화장이용시민및편의시설확충

(2009.7~2010.12)

·화장실공간확대및시설고급화

·유족대기실(개별대기실 21개소)

및에스컬레이터설치

·식당및편의점시설현대화

화장예약제도개선

·일부장례업체의부정예약행위

근절→화장예약시스템전면재

구축 (‘09.4 ~ ‘10.2)

·추모꽃전시회(4월,11월), 추모미술

전시회(6~7월), 장사문화제(9월),

임종체험프로그램(10월) 등

지하도상가

문화컨텐츠조성

·시각및조형예술품전시(시청광

장지하상가)

·창작공방조성(신당지하도상가내

40개소)

시민고객안전·편의증대

·안내사인개선(‘08.12 ∼‘09.3)

·비상구유도등정비

·여성휴게실, 경사로, 계단논슬립

설치

·화장실비상도움벨휴대용수신기

설치

·냉난방시설정비

장애인콜택시

콜택시증차등탑승율개선노력

·콜택시증차 : ‘03년 100대→

‘06년 120대→‘07년 170대→

‘08년 220대→’09년 280대

치료, 진료목적이용자우선배차

및첫타임예약제시행

자동배차를통한대기시간단축

및Door to Door서비스강화

차량용블랙박스설치, LED요금

표시기설치, 차량지붕개선등

이용고객안전강화

청계천

산책시민을위한편의시설확충

·화장실안내판정비

·산책로휴지통설치

·장애인및노약자용엘리베이터

설치

이용시민안전관리강화

·진출입계단안전보호대설치, 생

태학습장진입계단설치

·표면요철이심한구간포장개선

(고산자교~신답철교)

·장애인휠체어및유모차통행을

위해산책로단차제거

청계천대학가요제, 전통의상패

션쇼, 청계천축제등문화공연

등다양한문화행사유치

청계천유래를설명하는전기수

(전문이야기꾼) 운영

생태탐방, 습지식물친해지기, 철

새관찰교실, 공작교실등각종

생태학습프로그램운영

공영주차장

이용시민편의개선

·정기권발급, 인터넷홈페이지개

편 (‘09.10)

·무인정산시스템업그레이드

돔형CCTV설치, 가로등조도개

선, 진출입시설개선등안전한

주차환경조성

여성/장애인전용주차구획획대

등편의제공

인근주민대상야간정기주차제도

운영등편의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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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서비스

서울시설공단은고객을‘가족과같이’생각하는서울시설공단의고객서비스비전을실행으로옮기는노력

을계속하고있습니다. 공단의고객중에는여성이나장애인등사회적인배려가필요한분들이많이있습

니다. 공단은일반시민고객뿐만아니라사회적약자분들의편의를위해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 어

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및지하도상가등다중이용시설을운영관리하면서무엇보다도서비스우선원칙

을지키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는서울시설공단이 2003년 1월부터 6년째장애인들을위해운영해오고있는복지서비스입

니다. 2009년말 280대가운행되고있으며, 2010년까지 300대의장애인콜택시를운영하는것을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사회가함께관심을가지고돌보아야하는장애우들은장애인콜택시를통해육체의한계로

좌절되었던꿈을다시키우고있습니다. 이중에는장애가있음에도대학생으로캠퍼스를통학하며학업에

정진하는분들도계십니다. 장애우들의발이되어주는장애인콜택시는해를거듭할수록더나은모습으로

변화하고있습니다.

장애체험을통한서비스마인드개선

장애로 인하여 불편과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고객인 장애우들을 더 잘 이해하는 프

로그램을시행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전사분들과사무실직원 226명은 국립재활원에서휠체어를직

접타고이동하여보고장애인편의시설을이용해보는기회를가졌습니다. 이를통해장애우들의눈높이와

입장을고려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서비스개선사항

•신청방법다양화ㅣ 장애우가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기위해서는콜센터로전화를하여신청을먼저해

야했습니다. 전화를하면콜도우미가과거이용내역을조회하여출발지와목적지를입력하였는데, 이제는

인터넷(http://calltaxi.sisul.co.kr)이나팩스(Fax)를통해서도신청할수있게되었습니다.

•운영개선ㅣ 서울시설공단은장애인콜택시가수요에비해차량수가많이부족하여대기시간이늘어나

고, 심야와오전출근시간대에누적대기자가늘어나는것을막고자노력했습니다. 오전 8시와오후 10시

에 각각 휴무인 차량 10대 가량씩을 추가로 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요금도 조정하여 기존에는

택시요율의 35% 수준을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로 하는 요금체계로 바꾸었습니다. 운행지역도 넓혀서

장애우들이재활목적으로수도권내에서이동할경우에장애인콜택시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속도나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등의교통법규위반은연평균콜택시한대당한건미

만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교통법규위반건수

교통법규위반건수

81(0.48)

(단위 : 건)

* 괄호 : (대당)

80(0.29)

83(0.47)

2007 2008 2009

벌금총액

4,494

(단위 : 천원)

4,578
4,760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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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With Citizen Customer
시민고객

•시설개량ㅣ 서울시설공단은이용자분들의의견을수렴하여장애인콜택시의시설을개량하였습니다. 먼

저, 탑승 시 앞쪽 손잡이를 잡기 수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휠체어 안전벨트의 안전 고리가 직각으로

부착되어있어이용시꼬이는현상이발생하곤했는데, 안전 고리의각도를조정하여벨트꼬임을줄였습

니다. 또한, 탑승자의 차내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실내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이용자 휠체어의 탑승 및 하

차시사용하는유도기계장치(윈치)를 보조시트밑으로옮겨이용자들이더편하게장애인콜택시를이용

하실수있도록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서울시설공단의 상가출입구에는 장애우를 위한 핸드레일이 있습니다. 74곳의 출입구에 모두 384개의 점

자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장애우 화장실 내 비데 시설에도 점자를 표기하여 장애우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계단으로만되어있어유모차나장애인휠체어통행이불가능했던잠실역상가에는경사로를

만들어상가이용이용이하도록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를위한배려

소외계층을위한, 찾아가는동물원

서울시설공단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약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단

은상처받은마음을열어주는작고귀여우며, 직접 만져볼수있는동물들과함께사회복지시설을방문하

였습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우성원과 다운복지관, 동천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차량으로

다람쥐원숭이, 토끼, 아기사자, 비단구렁이등의동물을이동시켜직접만져보고, 먹이도주고, 함께사진

도찍는시간을가졌습니다. 이프로그램은서울시제18회고객감동창의경영발표회에서‘우수상’을수상

하기도하였습니다.

•찾아가는동물원에참여한어린이와공단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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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할인정책

서울시설공단은시설을이용하는 12세 이하의어린이, 노약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등사

회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월드컵경기장 입장 시 이 기준에 따라

연간전체이용객의 35% 정도에이르는 19만 4천여명이할인혜택을받았습니다. 또한 경기장내영화관

(CGV)과협의하여어린이체험학습프로그램을진행하여입장료를할인해주는프로그램을시행하기도했

습니다.

‘여성이행복한도시’프로젝트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여행(女幸)-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 공단이 관

리하는주요시설들을여성의관점에서대폭개선하였습니다. 밤 늦은시각여자화장실의안전문제가종

종제기되어왔던것을반영, 서울시내전지하도상가여성화장실(37개소) 입구에CCTV를설치하고화장실

내부에는비상도움벨을달아긴급한상황에언제든대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화장실근처의등은조

도가높은것으로교체하고, 외진곳에있는화장실에대한순찰을강화하였습니다. 또한시청광장지하도

상가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영유아거치대(33대)와 기저귀 교환대(29대), 소지품걸이

대(76개), 자동음향기기(49개) 등각종편의용품이비치된여성휴게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동안시민고객의불편이가장컸던어린이대공원화장실의경우대대적인변신을통해시민고객에게가

장사랑받는장소로탈바꿈하였습니다. 낡고비위생적이었던기존의화장실은과감히허물고파우더룸, 수

유실, 휴식공간등이갖춰진복합공간으로조성하였고, 아이들과함께이용하기편리하도록유아용변기와

보조의자세면대등을설치하여온가족이함께이용할수있는가족화장실로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남

자화장실에비해절대적으로부족한여성화장실을 1:1.5비율까지확충, 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노

력하고있습니다. 2009년 5월에는어린이대공원의버섯화장실을비롯한 4개화장실이서울시로부터여행

화장실인증을받기도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11개 공영주차장에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872구역으로전주차구역의 25%에이릅니다. 전용구역내음성경보시스템을구축하고(잠

실공영주차장) 사고발생시통합센터에서음성경보를실시하는등이용안전을더욱강화하였습니다. 여성들

이이용하기편한주차장으로변모한잠실공영주차장를비롯한 7곳의주차장은 2009년 5월서울시의여

행주차장인증을취득하였습니다.

▶화장실개선

▶주차장개선

•여행프로젝트

버섯화장실

여성화장실

수락산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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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객

시민고객의보건및안전관리

03 With Citizen Customer

안전한도시고속도로및공사장관리

서울시설공단은국가공인시험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공동으로연구개발협약을체결(07.11.1)하여 09.12

월 현재도로안전시설물의하나인시선유도봉에대한품질기준을마련중에있습니다. 본 연구가완료되

어 적용될 경우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로학회와 협약을 체결

(09.4.6)하고 양기관의각종연구활동에협력하기로하였으며구체적인성과로도시고속도로저소음포장

및불량노면개량공사소음측정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상수도공사현장을통행하는시민들의안전을위해 2007년 상수도공사장보행자통행발판을개선하여총

48개공사현장에적용하였고, 공사안내간판및단수홍보방법을개선함으로써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였

습니다.

2008년에는가설급수장치를개발하여단수없는상수도공사시행으로종전 5시간이상소요되던단수시

간을 5분이내로단축하였습니다(35개공사현장 4,140가구적용). 또한, 플러스알파(α) 서비스를시행하여

상수도공사 외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노력하였습니다(불

편사항총 73건자문및해결). 

아울러, 공사완료시간안내간판을개선하고이를총 49개공사현장에적용하여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철저한안전점검실시

도로안전을위해외부기관으로부터연간 4~5회 시설물안전점검을받고있으며, 분기별 1회 자체점검실

시및상·하반기옹벽, 절개지정기점검실시등을통해도로시설물로인한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

습니다. 상수도공사현장의안전을위해서는 2007년외부점검 1회, 자체점검 11회, 2008년자체점검 19회,

2009년외부점검 6회, 자체점검 16회를실시하였습니다.

공동구내안전사고는최근 3년에는단 1건도발생하지않았는데이는다수기관이참여하는합동위기대응

훈련의결과라고볼수있습니다. 2007년 총 11회(화재, 우수유입대비, 불법침입대비, 구조체파손대비, 난

방관파손대비훈련등), 2008년총 6회, 2009년총 29회실시하였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2007년 총 18회의 안전점검을실시하였고이중 1회는 외부기관으로부터수검받았습니

다. 2008년 19회실시, 2009년에는 20회실시로월평균 1회이상안전점검실시로고객들의안전을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2007년총 4회의외부안전점검을받았으며, 자체점검은총 21회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에는 3회의외부안전점검및 17회의자체안전점검실시, 2009년 4회의외부안전점검과 20회의자체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화장실도움벨을 설치하고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안내센터에서는미아보호 및 분실물신고를 접수,

처리하여시민들의편의를도모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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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 7월에는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민간기업과협력하여조성해어린이교통사고예방과바

람직한교통질서의식을심어주는데일조하고있습니다. 2008년 12월에는한국전기안전공사와전기안전에

관한협약을체결하여공원의전기설비안전관리지원및기술자문등을협력하였습니다.

공단 전사업장에서는방문 시민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발생시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응급처치요령및근무자의각종건강교육등안전교육을매달실시하고있습니다.

각종시설물

정기점검강화

- 매월4일

「안전점검의날」

운영

시설물통합관리

시스템구축

(‘08. 1∼11)

산업안전장구류

전시회개최

(‘08.10)를통한

안전의식고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재해예방업무협약」

체결(‘09.5.26)

월드컵경기장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축및

「손가락끼임방지의자」

개발

시립승화원

「화장로백연방지시설」

설치

(‘08.11∼‘10.6)

도시고속도로

위치제보시스템

구축등

도로안전성향상

청계천산책로에

장애인, 노약자등의

접근성향상을위한

엘리베이터설치

(‘09.5∼8)

원격감시CCTV보강,

화재감시열감지기

설치등지하공동구

시설감시체계강화

광장차량방호책, 

안전띠설치, 

안전요원배치등

광화문광장안전보강

(‘09.8~12)

기타시민보건및안전을위한중점추진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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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고피곤한하루였다면서울의에너지를충전하세요. 서울의한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도시의녹색숨결을들이마셔보세요.

도시의희망찬에너지가당신의삶에활기를불어넣어줄것입니다. 삶의더많은활력을위해서울시설공단이함께합니다. With U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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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With Environmen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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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tropolitan
Faciliti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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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국내최고수준의녹색경쟁력을갖춘선도공기업‘으로발돋움하여서울시의녹색성장비

전인’세계녹색경쟁력선도도시서울‘구현에기여함은물론, 서울시녹색기술(GT)에기반한지속가능한

국제도시로발전될수있도록체계적이고통합적인환경경영체제를구축, 유지해나갈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서울시의녹생성장목표인‘기후친화도시’‘녹색성장도시’‘고도적응도시’실현을위해모

든자원과에너지등도시기반시설유지를위한투입요소를최소화하면서동시에환경영향도감소시킬수

있도록저탄소녹색성장에기반한지속가능한도시인프라관리에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것입니다. 이

를 위해, 기후변화와자원고갈에심각한영향을주는에너지문제에대해철저히분석하고이것이실질적

인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온실가스저감을위해힘쓸것입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을극대화할수있는

구체적인프로그램과활동을전개하여폐기물의자원화및에너지화를위해노력할것입니다. 아울러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문제 해소와 각종 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높여갈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환경관련중요이슈는다음과같습니다.

* High : 에너지절약(탄소배출량저감), 환경영향최소화, 소음공해방지

* Medium : 생물다양성, 폐자원의재활용및재사용, 수자원보호

서울시설공단은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변화와 국가 발전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국가시책에부응하기위해 1차적으로에너지문제에대한체계적인대응계획을

수립하여실천하고있습니다. 최근공단의에너지사용량이2007년 26,642TOE에서 2009년 25,309TOE

로 감소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실내 공기 질, 청계천 수질 등 전 사업장에서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모든

오염물질을법적기준치이하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 밖에도공단의주요사업장마다다양한환경활동

을펼쳐오고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 준수는 물론 시설 운영 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사고를 사전에 분석·예방하여,

시민고객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쾌적하고지속가능한삶을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는환경법규를위반한사례가단한건도없었으며, 유해물질유출이나기타환경관련사고

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장기적인관점에서기후변화를비롯한사업상의주요환경이슈를통합관리하는환경경영

체제를구축해나갈계획입니다. 이를위해현재의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역할을강화하여전사환경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전환시키고, 사업장별 환경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국가 및 서울시의

녹색성장정책에적극부응하여새로운성장동력인녹색경쟁력을높여나가는데최선을다할것입니다.

주요이슈

(Issues)

비전

(Vision)

전략방향

(Strategies)

성과

(Achievements)

과제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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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투입과산출다이어그램

환경경영체제구축 : ISO14001 인증

서울시설공단은시민들이애용하는주요 시설을친환경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정한 환경방침과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체제를 구축·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월

드컵경기장, 청계천운영관리부문에서환경경영체제에관한국제표준인 ISO14001 인증을획득하였으며,

‘계획-실행-평가-개선’의프로세스에따라효율적으로환경영향을관리하고있습니다.

사업장 투입(in put) 산출(out put)

청계천

종다양성
수목 5,000주식재

초화류 65,000주식재
식물종다양성6.4배→ 8배증가

수질
연 440㎥PAC(응집제)투여

연 9,054,762kwh 전력사용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하천수기준

2등급이하유지

지하도상가

공기질
29개상가공기질관리

설비유지관리비용(연간 335백만원)

미세먼지 140㎍/㎥ → 52.8㎍/㎥

CO 9 ppm → 2.2ppm

CO2 1000ppm → 37ppm

포름알데히드 100㎍/㎥ → 33.6㎍/㎥

백연방지시설도입(2,520백만원)
질소산화물(NOx) 57ppm → 8ppm

외기한계온도5℃ → -10℃

시립

장사시설

(승화원)

어린이

대공원 수생식물 50,200본식재 환경연못 : 수질 2군→ 1군으로향상

도시

고속도로
저소음포장(1,330a) 차량주행소음 70dB를 2~3%저감

어린이대공원 ISO14001 인증서 청계천 ISO14001 인증서 월드컵경기장 ISO14001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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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경영비전및전략체계

04 With Environment

온실가스저감

서울시설공단은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함에 있어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

해체계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공단은전사적인에너지절약로드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효과

적인에너지절약을위해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환경관련조직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운영

서울시설공단은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실행을 위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경영지원본부장을중심으로 11개부서의처장및파트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연

간 2회의위원회개최를통해전사적인에너지절약이슈를다루고있습니다. 구체적인위원회의역할은전

사적인 에너지절약 추진방향 제시, 추진실적 평가, 에너지절약 관련사항 의결, 에너지절약 모범직원 표창

및에너지절약T/F 팀원임명등을포함합니다.

2010년도에는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조직을확대개편하고기능을강화하여전사적인환경경영사안을다

루고의사사결정기능을수행할수있는녹색경영위원회(가칭)를구성할예정입니다.

비전/미션

•에너지사용절감

•신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증대

온실가스저감

•자원사용절감

•발생폐기물최소화

•폐자원활용극대화

•생물다양성가치보존

•오염발생최소화

•생태환경적설계적용

환경가치보존
자원절약및
재활용

+ +

2009년도추진전략및중점실천과제

‘국내최고수준의녹색경쟁력을갖춘공기업’

➞세계적인도시경쟁력을갖춘국제도시서울구현에기여

저탄소·녹색성장에기반한

지속가능한도시인프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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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로드맵

에너지절약시스템(EMS) 정착·발전

· LED램프전사업장도입

·신재생에너지설비도입확대

·에너지절약과연계한사회공헌

·기후변화협약및정부방침에따른전사온실가스

감축방안실행

에너지절약시스템(EMS) 도입·구축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 LED기술검토위원회구성

·에너지절약Task Force활동강화

·태양광, 지열시스템도입

·설계단계부터에너지절약및신생에너지시스템반영

에너지절약시스템(EMS) 기반형성

·에너지사용량및증감원인분석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활성화

·에너지절약Task Force 구성

· 에너지담당자전문교육

·우수기관에너지관리기법벤치마킹및견학

·에너지절약BSC 도입평가

2007~2008 2009~2011 2012

정착·발전도입·구축기반형성

•연도별에너지사용량(‘07~’09)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청계천

도시고속도로

지하도상가

본부

기타

계

669

920

2,595

7,244

8,996

353

5,636

26,413

-3.0%

-3.0%

-3.0%

-3.0%

-1.0%

-3.0%

-3.0%

-2.3%

673

895

2,567

7,724

9,128

351

5,304

26,642

-11.5%

-14.1%

-4.0%

-0.5%

2.8%

-6.4%

23.9%

0.8%

658

884

2,490

7,710

9,073

340

6,009

27,164

-3.0%

-4.1%

-5.0%

1.6%

-0.6%

-3.0%

5.3%

-0.3%

632

865

2,376

7,061

7,993

334

7,309

26,570

12.8%

-9.2%

-9.3%

-7.0%

9.2%

-8.6%

6.0%

-0.3%

656

860

2,422

7,450

9,147

343

5,803

26,681

-3.0%

-2.5%

-1.0%

2.0%

-3.4%

-2.0%

-3.0%

-0.3%

542

809

2,008

5,514

8,366

291

7,779

25,309

-8.5%

-0.8%

11.4%

18.9%

-1.9%

-5.8%

-6.0%

-4.7%

주요사업장 목표(TOE) 실적(TOE) 목표(TOE) 실적(TOE) 목표(TOE 실적(TOE)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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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구성 : 각부서에너지지킴이및총무회계처총괄담당

•Task Force팀개인별임무(구성운영 : 3개반총 14명)

•‘09년도주요의결사항

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

부위원장

총무회계처장

간사

총무회계처에너지담당

(      )
(      )

각부서별에너지절약위원(11명)

본사,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시립승화원, 

도시고속도로시설물, 공영차고지,

장애인이동지원차량도시고속도로녹지청소, 공동구등주요 11개사업분야팀장

에너지Task Force 단장

총괄운영반, 절감대책반, 홍보지원반등 3개반 14명으로구성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Task Force 운영

•안건 1 08년도에너지절약추진실적평가

및09년도추진계획

- 현황, 계획보고

•안건2 2009년에너지지킴이(Task

Force) 임명(14명) 

- 사업부서 11개처

•안건3 승용차2부제해제심의

(일부특수차량)

•안건4 2008년우수에너지지킴이선발

(1명기관장표창)

에너지Task Force 운영

에너지 Task Force는 서울시설공단만의독자적인에너지절약전문 Task Force로서 총 14명의 각부서

에너지담당자로구성되어있습니다. 에너지 Task Force 팀원들은전원에너지공단에서관련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실적관리, 에너지 사용량 증감 원인

분석을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에너지절약아이디어회의, 제안검토및적용등실질적으로에너지를줄

이는데앞장서고있습니다.

- 운영부서 : 총무회계처장(단장), 상가사업단, 월드컵경기장사업단, 청계천관리처, 어린이대공원사업단, 장묘문화사업단,

도로관리처, 교통관리시설처, 장애인이동지원처, 도로환경관리처, 공동구관리처

단장 총괄운영반 홍보지원반

·사내게시판등홍보, 절약캠패

인, 홍보자료제작

·신재생에너지전시회, 세미나참

석추진, 현장적용등

·에너지절약전자결제그룹웨어

관리, 포스터, 스티커등직원절

약마인드확대방안마련

·차량유류사용량분석

절감대책반

총괄

관리운영

·에너지절약중장기계획수립및

결과분석

·에너지정부정책및서울시시책

방향조사

·에너지절약관련 Task Force

구성원교육계획수립

·에너지절감성과관리및개선방

안검토

·에너지절약관련벤치마킹추진

(반기별)

·감사실합동점검인원배정및

결과보고

·사업장점검및수범사례발굴, 도

입확대방안제시

·각부서별에너지사용현황집계

및공단전체에너지사용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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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절감

에너지사용현황

서울시설공단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주로 시설 및 차량운영에 소비되는 유류와 가스 등의 연료 그리고 업

무 영역 전반에 걸쳐 소비되는 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고속도로 가로등과 터널 및 지하도상가에서

소비되는전력, 주요건물냉난방및시립승화원업무용으로소비되는도시가스, 그리고청소차량및장애

인이동지원차량에 소비되는 유류가 서울시설공단에서 주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에너지사용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는 만큼, 서울시설공단은 2005년부터

전사업장별에너지사용실적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데이터를구축해오고있습니다. 이러한데이터를기

반으로에너지사용절감을위한계획과목표를수립하여에너지절약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연도별에너지사용량(‘07~’09) 

1 서울시설공단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조정실, 2009.07.07 개정)’에

따라 에너지사용 증감량과 절감률 계산 시

최근 2개년도평균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

다. 이에따라 2009년도에너지사용절감률

은‘07~’08년 평균 사용량에 대비한 수치

입니다.

07년도사용량

08년도사용량

09년도사용량

증감량

절감률1

99,457,249

98,648,136

93,830,805

△5,221,888

△5.3%

4,330,089

4,194,353

3,560,391

△701,830

△16.5%

1,250,674

1,540,082

1,982,329

586,951

42.1%

668

541

597

△7

△1.2%

26,642

26,570

25,309

△1,298

△4.9%

구분 전기(kwh) 가스(㎥) 유류(ℓ) 중온수(Gcal) 계(TOE)

•총에너지사용량(TOE)

27,000

26,000

25,000

24,000

23,000

22,000

21,000

20,000

사용량
(TOE)

연도2007 2008 2009

26,642 26,570

25,309

•에너지사용량(전기)

105,000,000

100,000,000

95,000,000

90,000,000

85,000,000

80,000,000

사용량
(TOE)

연도2007 2008 2009

99,457,249 98,648,136

93,830,805

•에너지사용량(전기)

5,600

5,400

5,200

5,000

4,800

4,600

4,400

4,200

4,000

사용량
(TOE)

연도2007 2008 2009

5,259 5,361

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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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을위한활동

서울시설공단은매년모든사업장을포함한에너지사용량목표를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해제도개선, 에

너지효율설비로의교체, 에너지절약활동등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의에너지절

약을활성화하기위해 2008년 12월에너지절약매뉴얼을발간하여배포하였으며, BSC 성과관리에에너

지절감과관련된지표를적용하여평가하고있습니다. 또한 매년부서별에너지성과및절약개선회의를

개최하여개선사항을반영하고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6-시그마를통한에너지절약기법을도입하여공

단전사업장에서더욱체계적으로에너지절약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에너지측면에서중대한영향을초래하지는않지만업무와관련된차량이동이나임직원

의출퇴근으로인해간접적으로발생하는에너지낭비와환경영향저감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 임

직원의출퇴근시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는한편운전자의경제속도준수교육을수시로실시하고타이어

공기압이나적재물량을적절하게유지하는등다양한실천방안을실행하고있습니다. 신차구매시에도경

차, 하이브리드차량과같은에너지저소비형차량을구매하여에너지절감과함께온실가스저감을도모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설공단 전 사업장에서의 에너지사용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석유환산톤

(TOE) 기준으로 공단 전체의 2009년 에너지사용량은 과거 2개년 대비 4.9%의 절감(표‘연도별 에너지

사용량(‘07~’09)’참고)을 이루었습니다. 부문별로보면에너지사용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전

력의 2009년 사용량이 과거 2개년 평균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 가스사용량도 과거 2개년

평균에비해 16.5% 절감을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유류사용량은과거 2개년 평균에비해 42.1%가 증가하

였습니다. 유류사용증가의원인은서울시정책결정에따른신규사업인수와장애인콜택시증차를비롯한

각종설비증가등대시민서비스를위해불가피한요인들에기인한것으로파악됩니다. 그러나사업인수와

설비증가를제외한기존사업영역에서는공동구부문만유류사용이전년수준과동일하고나머지사업부문

에서는유류사용이모두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향후에도승용차홀짝제및요일제, 업무용택시

활용등시책사항준수는물론, 에너지절약매뉴얼업데이트를비롯하여전광판과동영상모니터등작은

낭비요소들까지도지속적으로관리할예정입니다.

에너지절감계획수립회의사진

에너지절약매뉴얼표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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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지열냉난방시스템

청계천태양광발전설비설치후

•부문별에너지절감활동

전기

부문

가스

부문

유류

부문

기타

·가로등격등실시및경관조명운영단축(1402TOE, 6,521,119kwh 절약)

·청계천유지용수관리소취·송수펌프심야시간축소운영및태양광

발전설비운영에의한전기절감(292TOE, 1,359,829kwh 절약)

·여름철전력수요관리제도, 자율절전약정제도에의한전력부하관리

·LED 램프도입설치및중장기도입추진계획수립

·화장로 16기내화물개선으로열효율향상(64TOE, 67,186㎥절약)

·냉난방기연통의폐열회수(보일러가동단축 9TOE, 9,892㎥절약)

·월드컵경기장온수난방공급방법개선(1TOE, 7Gcal 절약)

·청소차량차고지확대및청소운영방법개선(93TOE, 109,497ℓ절약)

: 차고지목동, 태능, 구룡(3개소) ➞ 청담차고지추가로공차거리감소

: 주간청소(인력및기동차, 살수차) ➞ 야간(진공차량등대형차량)

·대공원식물원지열설비설치및폐목재소각을통한난방

(12TOE, 14,045ℓ 절약)

·에너지관련직원창의제안(매월 2회제안평가)

·여름철 1인 1부채갖기캠페인

·에너지절약사내방송및전자결재그룹웨어팝업창게시, 포스터부착

·에너지진단서비스(EPC사업) 및 ESCO사업적용검토

분야 에너지절감활동 성과

전력 7,880,948kwh 절감

(803백만원절감효과)

도시가스 77,078㎥ 절감

(53백만원절감효과)

유류 123,542ℓ절감

(158백만원절감효과)

단, 장애인이동지원차량(경유)

100대증가로전체사용량은증가

직원창의제안적용

(16건중 12건적용)

신재생에너지확대

서울시설공단은신재생에너지를사용함으로써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를접하는시민들의친환경의식에도좋은영향을줄수있으리라여기고, 신재생에너지설비도입을위해

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에는어린이대공원식물원에지열냉난방시스템을설치하여, 지열로부터연간 600kw의

전기에너지를생산하고있습니다. 지열발전으로부터연간 50,000㎥규모의가스에너지를절감하였으며이

를통해연 9천 2백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천 유지용수관리소에는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유지용수관리소는청계천에필요한

용수를공급하기위해침전지(4,500㎡)가설치되어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은이침전지위에태양광발전시

설을 설치하여 양호한 미관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토지활용도 가능한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켰

습니다. 이를통해, 연간약 3천만원의전기료를절감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통해서는연간 91톤규

모의 온실가스감축효과도거두고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는학생들의환경교육의장으로도활용되

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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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설치기준

·경제성이높은백열등및할로겐램프, 다운라이트우선추진

·효율을높일수있는장소우선추진 : 각사업장건물, 지하

주차장, 복도, 계단및상황실등 24시간조명등을운영하는

장소에우선설치

·신축및리모델링시조명설계단계부터LED조명적용 : 동대

문역사문화공원, 시립승화원, 대공원사무동등설계시반영

·광효율, 연색성이높은제품및고효율인증제품우선구매

·국산품우선구매

·급변하는 LED시장의기술변화동향을파악하여구매기준

수립

LED램프구매기준

10000

5000

0

개수

연도
2010 2011 2012

•연도별 LED 교체계획

•실적 •계획

3795
4894

6377

10000

5000

0

개수

연도
2009

1246

서울시설공단은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일환으로 실행하던신·재생에너지도입을 2010년부터는 별도의

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대공원공중화장실태양광발전, 동

부이촌지하차도태양광발전 설비 등 서울시민의 친환경적인 문화생활과 편의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확충을지속적으로확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증대

서울시설공단은에너지절약을위해에너지효율을높이는방안을고민해왔으며, 그일환으로다년도에걸

친전사업장 LED(Light Emitting Diode)등설치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사내에 LED기술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 경제성 및 정부시책 동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까지공단총램프수량의 30%를교체하기로계획하였습니다. 고효율의 LED등설치를통해

조명분야전기에너지의약 50%를절약함은물론온실가스저감효과도얻을수있으며, 경제적이고효율

적인시설물유지관리도가능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2009년 1차적으로 2.9%의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목표연도까지지속적으로사업을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LED등설치전

LED등설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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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의사업은주로서비스사업이많기때문에일차적으로온실가스를다량으로배출하는사업장은없

습니다. 그러나서울시설공단은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로인한기후변화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

전임직원이이를공유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 도시구조와도시에서의생활패턴이기후변화에적지않

은영향을주는요인임을깊이인식하여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고있습니다. 구체

적으로사업영역중온실가스주요발생원을파악하여관리하고있으며, 현재는기후변화가서울시설공단에미

치는영향을파악하여잠재적인기후변화위험을관리하고자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기후변화가서울시설공단에미치는영향

현재까지는서울시설공단의주요사업장에서기후변화로인한뚜렷한피해가나타나지는않습니다. 그러나기

후변화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그 피해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여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생종이 분포하는 어린이대공원과 청계

천은 기후변화로 인해 식생종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래종이 유입되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수있으며이는자생종소멸을초래할수있습니다. 또한, 생태관련사업장과녹지대에는태풍이나갑

작스런 집중 강우 등으로 기상재해가 예상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요인에 대해 피해

최소화를위한대책마련과관련훈련계획을수립하여대비하고있습니다.

온실가스발생현황

현재 석유환산톤(TOE) 기준으로 전기사용이 공단 전체 에너지 사용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가

14%, 유류가 6%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중전기에너지는도시고속도로가로등조명및지하도상가에필요한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시립승화원의 화장관련 시설물, 건물냉난방에 사용되고 있으며,

유류는청소차량및장애인이동지원차량용경유가사용량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노력

서울시설공단은 에너지절약 목표와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현재매월에너지사용량을온실가스(CO2) 배출량으로환산하여증감을관리하고있으며, 정부정책에따라

2012년까지 LED램프를확대도입하는로드맵을수립하고이를계획대로실행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 공단

의 사업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태양광 및 지열에너지 이용 등을

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온실가스감축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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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성과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

력을통해과거2개년평균(55,117 TCO2)대비 2009년

도에는52,853 TCO2를방출하여약4.1%의온실가스

배출을저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서울시설공단은지속

적인 전기, 가스, 수도, 유류 분야의 에너지 절감 정책

을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

여가시적인온실가스감축성과를이루기위해노력하

겠습니다.

•총에너지사용량(TOE)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55,065 55,169 52,853

발생량
(TCO2)

연도2007 2008 2009

온실가스발생량

•온실가스감축로드맵

2009년

에코환경도입기

2010년

기반구축기

2011년

성장도약기

2012년

성숙안정기

•온실가스발생량 : CO2, 52,853ton

•LED 등교체 : 1,246개/42,364개(2.9%)

•에너지절감(TOE) : 전년대비 5% 절감

•온실가스발생량 : CO2, 51,267ton

•LED 등교체 : 5,041개/42,364개(11.8%)

•에너지절감(TOE) : 전년대비 6% 절감

•온실가스발생량 : CO2, 49,729ton

•LED 등교체 : 9,935개/42,364개(23.5%)

•에너지절감(TOE) : 전년대비 7% 절감

•온실가스발생량 : CO2, 48,237ton

•LED 등교체 : 16,312개/42,364개(38%)

•에너지절감(TOE) : 전년대비 8% 절감

※ LED등교체수및교체율(%)은누적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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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절약및재활용(폐기물자원화)

도시기반시설운영을주요사업으로하는서울시설공단의특성상원료를통한제품생산보다는서비스제공

이주요사업의대부분을차지합니다. 그러나공단의사업과직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거나공단의영향범

주안에있는모든사업영역에서자원사용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폐기물발생저감을위한

노력과발생폐기물의재활용및재사용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자원사용절감

물사용현황

서울시설공단은도시기반시설을관리하기때문에수자원을필수적으로사용하는사업분야가다수존재합

니다. 대표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등 다중시설물의 수도시설이

주요한물사용처입니다. 또한, 도시고속도로물청소와녹지관리를위해서도다량의물을사용하고있습니

다. 서울시설공단은이러한사업분야에서어떻게하면쾌적한도시기반시설을유지하면서도물사용을절

감할수있을지에대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물 사용절약을위한적극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최근 3개년간물사용량은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이는주차장및차고지인수, 어린이대공원재조성, 광화문광장및서울광장인수등서울시설공단의사업

영역이매년확장됨에따라필수적으로요구되는물사용량이증가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됩니다.

물사용절약노력

서울시설공단청사와월드컵경기장에있는화장실의변기, 세면대등의수압과유량을조절하여용수를절

약하고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는지하수를동물원과수경시설, 계류시설 그리고분수대등에공급하

여사용하고있으며, 이를 통해연간 9천 1백만 원(36,528ton)에 해당하는비용을절감하고있습니다. 이

러한 물리적인 노력 뿐 아니라 도로환경을 담당하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샤워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

시하는등임직원을비롯한근무자들의의식과생활습관개선에도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용수사용량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사용량
(Ton)

연도2007 2008 2009

용수사용량

증감량 87,302ton

증감률 13.1%

우수배관

집수조

628,625 703,249
7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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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사용및재활용

서울시설공단은수자원재사용과재활용을위해서도여러가지방안을마련하여이를실천하고있습니다.

2006년 7월부터는월드컵경기장의지붕층우수를재활용하여이를경기장내·외곽청소에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내 주요 동선과 광장을 투수가 가능한 포장 재료로 개

선하여빗물투수를통한수자원을확보하고있습니다.

발생폐기물최소화

일반적으로폐기물은주로공사장, 도로및보도시설, 기타편의시설로부터발생합니다. 사업과관련하여

폐기물이발생하는것은불가피한일이지만서울시설공단은이러한폐기물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다

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절약과 예산절감이라는

이중의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공사장폐경계석재활용

서울시설공단이관리하는도로구간공사에서는폐경계석이자주발생하는데, 이러한보·차도경계석교체

시발생되는폐경계석을가공재활용하고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철거된보·차도경계석의규격은 200

㎜X250㎜X1,000㎜인데, 이폐경계석을폐기처리및운반이전에 150㎜X150㎜X1,000㎜의크기로변경

및가공하여도로경계석으로재활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방법을통해기존에폐기물로처리되던석재자

원을절약함과동시에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파괴를예방하는효과도얻을수있었습니다. 뿐만아니

라, 2009년 현재까지폐기물처리비용및운반비용등을포함하여총 3,800만원의예산절감도이루었습

니다. 폐경계석 재활용 아이디어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 주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한‘고객감동창의경영발표회’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기도하였습니다. 다만, 2009년에는서울

거리르네상스시공시발생한경계석과조달계약된경계석의색상및크기가상이하여재활용실적이없

었으나, 향후에도폐경계석재활용은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월드컵경기장지붕층우수재활용

개선전 개선후

물광천방류

집수면적 : 20,445㎥

(총 40,890㎥)
우수저류조+ 잡용수조-1

잡용수조-2

우수관

연결

공사범위

700톤 752톤➞ ➞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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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계석재활용절차

①폐경계석분리 ②수집 ③가공 ④재활용

•예산절감실적 (2007년 ~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20

3,825

756

5,301

30

226

45

301

80

610

123

813

524

1,310

-

1,834

335천원

2,537천원

514천원

13,174천원

507천원

3,905천원

791천원

1,310천원

3,275천원

-

구분 발생수량(개) 체적(㎡) 중량(ton) 재활용(개) 폐기물운반비 폐기물처리비 관급자재비절감액

폐기물처리절감수량 절감금액

폐안정기재활용

과거터널조명등정비시발생되는폐안정기는전량폐기처리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자원

절약차원에서고장의주요원인을파악하여해당부품(내부콘덴서)만교체재사용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

폐기물발생량을감소시키고있을뿐아니라교체비용에따른예산절감에도기여하고있습니다. 폐안정기

재활용을시작한‘08년부터’09년현재까지 188개의안정기를재활용하였으며이로인해360만원가량의

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서울시설공단은고장의주요원인을파악하여폐안정기뿐아니라재활용이

가능한기기들에대해서는최대한효율적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가로등주, 충격흡수재재설치

개량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가로등주와 기능을 상실한 충격흡수시설도 필요한 지역에 이설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에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가로등주를 재사용하여 예산 절

감을도모하고있으며, 제물포길방호울타리설치로인해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충격흡수시설 3개소역

시필요구간에재설치하였습니다.

폐안정기재활용

재활용실적

700

(단위 : 개)

10484

2005
~2007

2008 2009

200 × 250 × 1000 150 × 150 × 1000
➞가공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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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활용극대화

서울시설공단은발생한폐자원의재활용을위해서도힘쓰고있습니다. 특히, 폐자원재활용에있어서는지

역사회에긍정적으로기여하는것을하나의중요한원칙으로삼고있습니다. 이러한원칙하에, 자원절약이

라는 환경적 가치와 함께 지역사회에의 기여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목재 등은 어린이와 지역주민

이즐길수있는공간마련을위해재활용되기도하였으며, 폐블록을지역의군부대와복지시설에보내어

환경 개선에도 활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처리 외에 방법이 없었던 제초부산물의 경우에도 현재는

지역농가에사료로지원하여농가비용절감에도움을주고있습니다.

나무뿌리원조성

나무뿌리원은죽은나무뿌리와폐목재및폐자재를활용하여만든어린이대공원내의테마공간으로, 어린

이대공원생태연못주변에연못의물을끌어들인시냇물을중심으로나무뿌리분재원, 나무뿌리야생화원,

나무뿌리학습원, 향토정원, 재활용원의 5개테마로구성하였습니다. 이중나무뿌리분재원은 60년된향

나무분재등평소접하기어려운희귀분재 15점을전시하고있으며나무뿌리야생화원은꼬리풀, 구절초,

해국등우리꽃 30여종을식재하여계절별색색의꽃과향기를감상할수있게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환경교육을 위해 만든 나무뿌리 학습원에서는 나무의 나이테와 곤충의 이동흔적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였

으며, 나무의역할과대기오염의문제점등지구환경에대한학습판을설치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 이 밖

에학습원과소화기, 자전거, 변기등각종폐품을화분으로활용하여꽃을심은재활용원은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환경과생태교육의장이되도록제공하고있습니다.

이렇듯서울시설공단은어린이대공원을찾는지역시민들이휴식을취하면서도자원재활용과환경보호라는

가치를눈으로직접보고경험할수있도록의미있는테마공간조성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전래동화마을조성

공원내각종폐목재와폐자재를활용하여어린이를위한전래동화마을도조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어

린이대공원생태연못에위치한전래동화마을에는어린이들이좋아하는‘해님달님’, ‘토끼와자라’, ‘선녀

와나무꾼’등 12가지전래동화의주요장면을친근감있는조형물로설치하였습니다. 이와함께이야기가

적힌큰동화책을비치하여어린이들이이야기속에빠져들수있게꾸며놓았으며, 동화속주인공과사진

찍을수있는포토존도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초가집, 문주, 농기구등우리의옛풍경을재현한소품들을

갖추어어린이들이즐거운시간여행을경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도시에서자라는아이들의삶을풍요롭게하는데깊은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전래동화

마을역시이러한관심의결과라고할수있습니다. 앞으로도서울시설공단은도시에서자라는어린이들이

지역사회터전속에서즐거운어린시절에대한추억과함께생태계에대한감수성을기를수있도록다양

한노력을수행할것입니다.

나무뿌리원조성현황

전래동화마을조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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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활용을통한지역사회조경지원

디자인거리조성등과같은서울시환경개선과정에서보도블록이나의자가폐기물로발생하는데, 서울시

설공단은 이 중 상태가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과 의자를 선별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군부대와 학

교등지역사회에기증하여재활용하고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시설에는공단직원이직접시공하는등

실질적도움을주고있습니다. 이러한활동을통해폐자재의효율적인활용을도모하면서도지역사회와의

상생을이루어가고있습니다.

•보도블럭재활용자재지원현황 (2009년)

•연도별활동현황(2007 ~ 2009년)

390,000 개 40,000 개 53,200 개 483,200 개

군부대 학교및보육센터 기타(아파트, 교회, 타기관) 계

죽은나무뿌리와폐목재, 폐자재를활용하여시민에게다양한볼거리및

환경교육장소로활용

나무뿌리원

조성
2007

공원내각종폐목재, 폐자재를활용하여 12가지전래동화를입체적으로

구성한테마정원자체조성

전래동화마을

조성
2008

폐기되어야하는블록을도.농.군자매결연교류활성화방안으로자매기관인 28사단의

조경분야자문과함께공사현장에서발생폐기되는자재를지원하여군부대환경개선

군부대

조경지원
2008

공단직원이폐목재와폐자재를가지고암사재활원을방문하여직접조경지원활동수행
암사재활원

기술봉사
2008

공원내폐목재를활용하여숲을가로지르는목재데크 60m 자체조성
숲속모험의

나라조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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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의쾌적한경관관리를위해녹지대는매년 2~3회제초를시행하고있는데이때부

산물이발생하게됩니다. 이 부산물은 임목폐기물로 그동안에는비용을 부담하여폐기처리해왔

으나, 업무개선T/F팀을운영하여난상토론을통해발생된폐기물을축산농가사료로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도출하였습니다. 이후관련기관과지속적인업무협조결과, 2008년부터발생된제초

부산물을 인근(고양축산조합) 농가 가축사료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농가 수입사료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등실질적이익을얻을수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 축산조합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25,000천원 상당의 한우조형물을 기증받

아청계천하류녹지대에설치하여이용시민에게또하나의볼거리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러

한 노력을 인정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제초부산물 농가제공

을조성묘지나 어린이대공원등으로 확대하여쾌적한 경관조성및환경보전, 예산절감 그리고지

역축산농가의이익에기여하는윈윈(Win-Win) 활동을지속적으로수행할예정입니다.

제초부산물한우농가지원

도시고속도로

267

195

462

2008 2009 계

청계천

-

137.5 137.5

2008 2009 계

계

267
332.5

599.5

2008 2009 계

•제초부산물사료제공현황

•제초부산물사료제공프로세스

•풀사료제공협약서체결및언론보도내용

(단위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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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치보존

생물다양성가치보존

서울시설공단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조 속에서 소생태

계를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의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도시 속의 자연이 주는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수있도록서울시설공단은지속적으로체계적인조사와보존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생물다양성가치를위해 노력을기울이는대표적인지역으로는청계천과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청계천은철새보호구역을포함하여다양한조류및식물서식지가존재하고있으며, 어린이대공

원도생태연못을비롯한공원전역에걸쳐각종동식물이풍부하게분포하고있습니다. 이 외에도시고속

도로 녹지, 시립공원묘지 녹지, 월드컵경기장 녹지 등도 규모는 작지만 생물다양성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는지역입니다.

도심속의생태하천(청계천)

청계천은조선의한양정도(漢陽定都) 이전부터존재하던자연하천으로서 1950년대에복개하여간선도로로

사용해오다가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여기간의복원사업을거쳐현재의모습을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원 당시가장핵심적인목적이청계천을깨끗한물이흐르는하천으로만들고수중과수변

에생물이서식할수있는생태공간을조성하는것이었던만큼, 현재는다양한종의동식물이서식하고있

습니다.

청계천현황

[식재수종] 

·가 로 수 : 이팝나무 1,439주

·녹지수목 : 자귀나무등 46종 158,410

·주초 화 류 : 수선화등 64종

·덩굴식물 : 머루등 11종

[유입종] 

총 630종, 

식물314종, 곤충 245종, 조류 34종

어류 26종, 포유 4종, 양서류 7종

조경

녹지

252,000㎡

·저수호안 : 돌붙임, 조경석쌓기 ·고수호안 : 벽체돌붙임 42,837㎡

·이벤트벽화 11개소 854㎡
호안

데크 16(무대2 포함), 징검다리 25, 여울보 29개소수변데크등

거석수제 69개소, 거석놓기 117개소, 어류피난 7개소, 어도 3개소어류서식처

의자및앉음돌 240개소, 종합안내판 28개소, 방향표지판 44개소, 쓰레기통 32개소휴게, 안내

점적관수 1,439개소, QC밸브 393개소관수시설등

생태학습장 288㎡(마장2교), 안내소 2개소(광장, 오간수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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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의생물다양성특징

청계천의물

서울시설공단은연간 2,100만 명 이상이방문하는청계천에오염되지않은깨끗한물이흐르도록청계천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 공급되는 물은 잠실 수중보 상류인 자양 취수장에서 한강

원수를취수하여관로를통해뚝도아리수센터내청계천용수공급소로보내집니다. 이후, 4단계에걸친

정수처리과정(착수→ 혼화→ 응집→ 침전)을통해각종미세이물질을제거하고, 최종적으로 UV 소독

설비를이용, 물속의대장균을살균하는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이러한과정을거쳐공급되는청계천물은하천수질 2등급이상수준의깨끗한물로서, 현재청계천에는

환경적응력이뛰어난 1급수어종을비롯해버들치, 돌고기, 참갈겨니, 긴몰개등우리나라고유어종이서식

하고있으며, 어린이물놀이등친수생활에전혀지장이없습니다. 다만, 대장균과탁도등이음용수수질

기준에부합하지는않기때문에먹는물로는사용이어렵습니다.

생태보호구역

다양한식물을식재하고

시민출입을통제하여도심내

생물이서식하기에적합한

환경으로유지

생태습원지

생태습지와실개천을조성하고

수생식물64종을식재하여

하천생태계에서사라져가는

동·식물의서식처를조성

생태학습장

야생식물과다양한곤충이

서식하는환경을조성하고

다양한생태프로그램을운영

어도

붕어, 잉어, 누치등한강과

중랑천물고기가청계천을

자유롭게왕래할수있도록

하여어종다양성증대
어류피난처(7개소)

집중호우시청계천어류

피난과평시치어산란장소로서

청계천하상곳곳에조성되어

어종다양성증대에기여

철새보호구역

청계천철새보호구역으로지정

하여34종의조류가서식할수

있는공간을조성함으로써

조류의종다양성보존
조류서식처

청계천과주변지역에서식하는

조류의서식및휴식장소로

조성하여도심내조류서식

환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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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모니터링을통한청계천생태계관리

서울시설공단은청계천의생물다양성가치보존을위해주기적으로생태모니터링을실시하여관리하고있

습니다. 생태모니터링은 조류, 어류, 수서곤충, 식물상, 양서파충류 모니터링으로 세분화하여 매년 실시하

고있으며모니터링결과는생태관리계획수립을위한전문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체계적인자

료를바탕으로생태관리계획을실행해온결과 2009년 12월 기준청계천생물종은 787종으로청계천복

원전에비해 8배가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천의생물종은첫모니터링을실시한이래로매년다양성

이증가하고있어도심속생물다양성가치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보여주고있습니다. 앞으로도서울시

설공단은 생물다양성 가치 유지를 넘어서 청계천이 더욱 풍부한 소생태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식물

식재, 생물서식환경조성등다양한활동을펼쳐나가겠습니다.

고산자교부근

신답철교부근

•청계천생물종증가현황

800

600

400

200

0

종수(종)

(복원전)
연도2003 2007 2008 2009

생물종

98

707 762 787

청계천

P

P

자양취수장 ▶

착수정
▲

혼화지
▲

응집지
▲

정수지
▲

짐전지
▲

UV소득설비
▲

송수펌프
▲

약품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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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태모니터링세부결과

계

식물상(식재종)

어류

조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포유류

양서파충류

98종

62

4

6

5

15

2

4

707종

446(134)

19

29

26

174

4

9

762종

444(136)

25

36

53

192

4

8

787종

471(157)

26

34

39

206

4

7

구분 복원전(2003) 2007년 2008년 2009년

•연도별식물식재활동실적

2007

2008

2009

청계천하류부수생식물식재

청계천벽면송악식재

수질정화식물식재

입면녹화식재

생물종다양화위한수목식재

하류구간벽면녹화

하류부나대지녹화

생물종다양화위한초화식재

수생식물식재

허브식물식재

조류식이식물식재

조류식이식물식재

생태습지조성

합수부정체지역인공식물섬설치

갈대 5,000본

송악 2,400본

수질정화식물 5,000본

덩굴식물 2,015본식재

좀작살나무등 1,100주

능소화 50주

초본류 13,000본식재

매트류 180㎡

수생식물 2,884본

허브 4,320본

명자나무 400주

좀작살등 2,780주

습지식물 38,400본, 습지 2,100㎡

인공식물섬 1개소(42㎡)

다양한어류,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등의서식환경

제공으로생물종

다양성에기여

연도 활동실적 활동내용 효과

주요생물종현황(‘09년기준)

- 어류(26종) : 긴몰개, 참갈겨니, 참종개, 얼룩동사리(고유종), 버들치, 붕어등

- 조류(34종) : 황조롱이(천연기념물), 박새, 물총새, 제비(보호종) 등

- 육상곤충(206종) : 풀무치(보호종), 잠자리목, 메뚜기목, 날도래목등

- 포유류(4종) : 대륙족제비, 개, 고양이, 집쥐

- 양서파충류(7종) : 도롱뇽, 줄장지뱀(보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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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습지원조성

지난 2009년 8월에는청계천하류마장교주변에 2,100㎡규모의생태습지원을조성하였습니다. 생태습지

원은하천생태계에서사라져가는동·식물의서식처를조성하여도심생태환경을보존하고생태네트워크

를구축하고자하는목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1을활용하여이루어졌습니다. 그결과수생식물원, 양서파

충류원, 잠자리원등생태습지 3개소와함께실개천을조성하였으며, 생태습지원내에는돌무더기와나무

덤불같은생태시설을갖추고수생식물 64종 3만 8천여본을식재하였습니다. 현재생태습지원은다양한

생물종이서식하는도심속생태·환경의명소로자리잡았으며, 학생과시민들에게환경교육의장으로도

활용되고있습니다.

조류서식환경조성

서울시설공단의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 활동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조류 서식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조류종다양성을보존하기위해철새보호구역을설정하여관리하는한편겨울철새관찰프로

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조류먹이대 5개소, 인공새집 30개소를설치하는등생태모니터링결과를

기반으로조류서식환경개선을위해체계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생태습지원조성결과(조성전→ 조성후)

청둥오리 외가리 해오라기

중대백로 흰뺨검둥오리 직박구리

1 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하고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위하여자연환경또는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환경부장관이부과징수하는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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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을통해얻는혜택

서울시의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청계천은 생태·환경적 측면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이러한혜택이지속적으로유지되고나아가더많은시

민들이이를누릴수있도록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도심속

생태가치창출

생태·환경적혜택

·도심생태환경증진의중심축역할수행(녹지총량증대약 276,650㎡)

※ Eco - Network(Blue&Green)의핵(核)

·생물다양성증진을비롯한환경적가치보존및창출(청계천복원전대비동식물

총 689종증가; 2003년 98종→ 2009년 787종)

·맑은공기, 깨끗한물이흐르는도심속자연하천구현으로시민들에게쾌적한환경제공

도심열섬화1

완화및

미기후2 개선

·열섬화현상완화 : 인근지역대비청계천주변지역온도가약 1.1℃~3.3℃ 낮음

·도심내바람길형성 : 도심지역풍속이 6.9%~7.8% 증가

(복원된청계천이도심중심지역으로새로운바람길역할수행)

도심환경개선

·차량주행거리감소로수도권 1,164억/년, 서울시 399억/년의대기개선편익발생

·차량운행감소로도로변상업지역소음서울시기준이하로하락

·먼지저감 : 복원전대비 7.1% 저감

·휘발성유기화합물질감소로암발생확률 : 십만명당 2.1명→백만명당 1명이하로감소

주변상권

활성화

경제·사회적혜택

·연간 2천만명이상의방문객유도를통한청계천주변상권활성화

·서울시설공단이기획하는수상패션쇼행사등을통해동대문의류상권활성화기여

·연 130여건의행사와 120여건의드라마촬영장으로활용하여상권활성화유도

도심균형발전의

계기마련

·청계천복원사업을통해업종의변화와경제활성화로균형발전주도

·강북낙후지역이미지를첨단산업과지역혁신클러스터로전환

- 도심및청계천주변지역의투자가치개선에따른외자유치확대기여

- 금융, 업무중심지구, IT 중심지구, 패션산업중심지구등특성화추진

·새로운도심주거지로부각

- 투자가치증대→재개발수요증대

도심관리의

새로운패러다임

구축

·보행/대중교통중심의도심교통변화유도

- 시설물공급중심, 차량중심→ 대중교통, 사람, 보행자중심의도심개편확대

- 교통구조물관리정책의변화유도(복개하천및고가도로철거의전국적추세확산)

·하천중심의도시환경복원 : 하천복원을통한도심환경성개선및국내외도시하천복원에대한

움직임확산

역사·문화도시

로서의

위상제고

·600년고도의역사성회복과다양한문화의중심지로자리매김(문화관광벨트화)

·도심속문화거점으로정착 : 역사+문화+자연이살아숨쉬는문화도시구현

·다양한볼거리, 즐길거리를통해시대적변화를반영

- 첨단기술및미래지향적문화컨텐츠수용 : IT, 문화ㆍ디지털, 녹색기술

1 열섬화 : 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도시화에따른대량의에너지소비

등으로열이모여있는것이그원인임

2 미기후 : 지구 표면에 근접하며 소기후보다

더 작은 범위 대기의 물리적 상태. 숲의 앞

뒤, 작물생육지안팍에서도달라지는것으로

통계적인 연구보다는 실험에 가까운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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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열려있는도시생태림(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은서울시광진구에위치하고있으며, 시민들이가장즐겨찾는가족단위휴식공간중하나

입니다. 53만여㎡의 규모를 자랑하는 어린이대공원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비롯하여 놀이동산과 다양한

문화공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대규모 도시생태림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에는 200여종의 수

목과 330여종의식물그리고 100여종의동물이서식하고있으며, 전체면적의 60% 이상이수목과잔디

로이루어져일반적인도심속에서는찾아보기어려운생태계의기능을유지하고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현황

계

107종
(3,680마리)

포유류

42종
(207마리)

조류

36종
(235마리) 

파충류

5종
(19마리)

기타
(소형파충류,어류)

24종
(3,219마리)

•동물현황

계

568종
(526,152본)

식물원

338종
(6,152본)

수목

208종
(408,000주) 

꽃묘장

22종
(112,000본)

•식물현황

시설공단SR내지  2010.4.13 10:1 AM  페이지73   001 refine-4도 2540DPI 175LPI  T



환경

04 With Environment

•시설

•어린이대공원의생물다양성특징

총계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536,084

53,444

12,670

21,810

484

22,268

14,259

55,592

21,920

1,974

331,663

도로(18노선, 4.1㎞), 산책로(25노선, 4.9㎞)

광장(5)

그늘시렁(7), 연못(2), 분수(2), 물놀이장(1), 캐스케이드(1), 테마정원(3)

정자(4개소 484㎡), 장의자(455기)

놀이동산(1개소 25종), 어린이놀이터(2)

테니스장(3면), 배드민턴장(6면), 축구장, 풋살장, 건강마당(3개소 31기)

동상(10), 기념비(10), 야외조각상(14), 동물원(15동 27,346㎡), 식물원, 교양관

야외공연장, 팔각당, 고객안내센터, 유강원, 시민안전체험관, 교통안전체험관, 키즈센터

주차장(720면) : 능동문 153, 후문 252, 구의문 315 / 여성전용구획 143 (20%)

화장실(24) : 독립10(1단계재조성4,공연장3,기존3),복합2,고객센터,제한(축구장)

개방3(교양관,식물원,열대동물관), 업소7(돔,팔각,동물공연,카페2,놀이동산2)

식당(3), 매점(8; 훼미리마트2,훼미리마트부스4,카페테리아內2), 음수대(13)

출입문(8), 전기실(10), 쓰레기적환장, 창고(3), 꽃묘장, 공원등(570)

안내판(159 ; 종합4·시설유도및이정표 30·기타125), 휀스(2,603m)

잔디밭(10개소, 50,837㎡)

구분 부지면적(㎡) 비고

기반

시설

도로

광장

환경연못

다양한습지식물과

소동물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생태습지로복원

생태연못

우리나라습지에

재생하는 18종의

식물과함께각종

어류, 곤충, 양서ㆍ

파충류, 조류가

서식할수있는

환경친화적인습지

나무뿌리원

죽은나무뿌리와

각종폐자재를

활용한국내최초

‘나무뿌리’

테마정원

전래동화마을

폐목재를활용하여

전래동화를입체적

으로재현한체험

학습공간

숲속모험나라

어린이체력과

감성증진을위해

폐목재를활용하여

만든친환경놀이

공간

생태숲복원

나지에복층구조의

수목을식재하여

녹지를조성하고

식물종다양성

보존

환경연못

숲속모험나라

생태숲복원

생태숲복원

생태숲복원

나무뿌리원

전래동화마을
생태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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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활동

서울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하고 생태감수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생태적이고쾌적한공간으로만들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매년훼손녹지를녹화하

여토사유출방지와함께녹지조성에힘쓰고있으며, 식생을정비하여식물생육환경을개선하고있습니다.

또한, 다양한종의수목을식재하고생물서식공간을조성하는한편시민의생태의식함양에도움을줄수

있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대공원의 높은 생물다양성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도심의 생태계 생물다양성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에는어린이대공원환경연못에서풍부하게유지되고있는수생식물(줄, 부들

등)을 청계천등다른생물서식공간에무료로제공함으로서이들이지역의생물다양성가치를증진시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을 최적의 생물서식공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이

러한유지관리의효과가도심의다른지역에까지확산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입니다.

•연도별생물다양성보존활동

•수생식물이식활동

2007

2008

2009

환경연못수질개선

환경연못연꽃기증식재

산림내소동물

서식지조성

수목식재

생물서식공간조성

생태숲조성(재조성사업)

주요동선포장개선

(투수성)

훼손녹지녹화

바다동물생육환경개선

어린이동물원

생육환경개선

훼손녹지녹화

수목식재

식생정비

생태체험프로그램

·수생식물 40,000본

·적홍연 700주

·소동물서식지 12개소

·수목 23종 45,591주, 초화류 21종

49,600본

·생물서식공간 128개소조성

·철거부지에 6종 1,968주식재

·투수콘포장 840㎡

·씨드스프레이 7,000㎡

·바다동물유영공간확대

·수질개선등

·동물방사장포장개선

·동물복지증진(그늘막, 축사, 놀이목등)

·씨드스프레이 7,300㎡

·수목 8종 30,970주

·초화류 9종 24,500본

·밀식식물·침입종·피압수목제거

·물길확보

·8개월(4월~11월) 간매일생태체험프

로그램운영

·다양한습지식물, 어류,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등

의서식환경제공

·수질개선 : 서울시연못기준 2군→ 1군

·생물종다양성기여

·생물서식처, 은신처제공

·녹지량확충을통한환경개선및생태계보호

·생물서식공간신규조성으로생태계종다양성확

보및보존

·생물종다양성확보, 적절한미기후형성

·빗물투수를통한수자원확보

·나지녹화를통한토사유출방지및녹지율제고

·CITES(국제멸종위기동물) 생육환경개선을통한

번식유도및동물보호

·각동물별로최대한원서식지와유사한환경을조

성하여종개체확대및활동성제고

·나지녹화를통한토사유출방지및녹지율제고

·녹지량확충을통한환경개선및생태계보호

·식물생육환경개선

·물순환개선

·생태계의가치와중요성학습

·자연에대한바른이해와생태적감수성함양

연도 활동 내용 기대효과

환경연못내수생식물채집

운반

청계천버들습지주변식재

청계천하류부식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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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을통해얻는혜택

어린이대공원으로인해시민들과지역사회가얻는혜택은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어린이대공원은도심의

중요한 생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지역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은가족단위의휴식과문화생활에중요한기능을수행하면서동시에지역경제활성화

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혜택이 더욱

효과적으로실현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생물다양성가치보존을위한기타노력

청계천이나 어린이대공원 같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 외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생물다양성

가치를높이기위해대부분의사업분야를검토대상으로삼고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녹화

서울시설공단은 도시고속도로 177km에 대한 녹지, 청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고속도

로상옹벽, 방음벽등기존콘크리트구조물에환경친화적인녹화사업을시행해오고있습니다. 또한도시

고속도로 내비탈면에는 돌붙임으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잡초가 자생하여 도로경관을 저해는 경우가 많

은데, 비탈면에식물이자라날수있도록녹화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녹화사업을통해도시내소

생물이서식하는환경을조성하여생물다양성가치보존에기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녹화지역이생태계

연결고리역할을함으로써도시생태계보전에도직간접적으로이바지하고있습니다.

도시생태계

보전

생태·환경적혜택

·공원내도심생물종서식공간조성으로도심생물종보전에기여

·나지녹화로생물종서식환경확충을통한도시생태계회복

·도심속Bio-top1) 기능의환경연못을통해도심수생생물서식지원

도심속

환경가치증진

·도심생물종다양성거점역할수행(녹지총량증대약 536,088㎡)

·아차산과도심에대한바람의길역할수행으로주변기온저하효과

·맑은공기, 아름다운자연을감상하는도심속공원으로시민들에게쾌적한환경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사회적혜택

·무료개방을통해방문객증대효과를유발하고최고의시설과서비스를통해지속적인유입인구를

제공하여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

공공서비스를

통한삶의질

증대

·다양한볼거리와체험공간마련을통한사회문화서비스제공

·환경, 교통등다양한학습기회를제공하여어린이의건전한의식형성에기여

·가족단위여가를위한생태공간제공을통해삶의질제고

·어린이대공원재조성사업을통한고급화및차별화로서울시민의눈높이에맞는양질의시설과

서비스제공

1 Bio-top(비오톱)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

생동· 식물의서식지간의이동가능성을높

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

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의미합

니다(자연환경보전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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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녹화실적

2007년

2008년

2009년

콘크리트벽면녹화

콘크리트벽면녹화

석축사면녹화

6,860㎡

12,039㎡

5,805㎡

·위치 : 동부간선로등 2개노선

·수목식재 : 사계장미등 348,084주

·위치 : 서부간선로등 2개노선

·수목식재 : 공조팝등 3종 2,272주, 오엽담쟁이등 8종 50,154본

·위치 : 올림픽대로여의도~ 서울교

·수목식재 : 자산홍 29,915주, 담쟁이 480본

연도 개요 녹화면적 내용

월드컵경기장녹지관리

2001년 12월 준공된 월드컵경기장 녹지대에는 약 4천5백여 주의 교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

단은월드컵경기장수목의생육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현재과밀하게식재된수목을대상으로자세한현

황을파악하고이식계획을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이식계획에따라적합한절차를통하여수목을공개매

각하거나또는환경개선을위해무상으로증여하는방안을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수목관리를통해기존

녹지대에서수목밀식으로인한각종병충해발생을억제할수있으며, 농약사용을줄이면서도경관을향

상시키고생육환경을개선하는등효과를동시에기대할수있습니다.

오염발생최소화

실내공기질관리

지하도상가는서울시설공단의사업에서높은비중을차지합니다. 또한, 지하도상가는상가를운영하는사

업자 뿐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은이러한 지역의 실내공기질

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오염의 원인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등의외기유입과상가내각점포에서판매하는향수ㆍ의류ㆍ신발ㆍ가방등제품으로부터의발

생, 그리고이용시민에의한비점오염원등으로매우다양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실내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맑고 쾌적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질 관리목

표를수립하여실천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와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그리고포름알데히드의 2010년개

선목표를수립하였으며, 목표달성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공기질자동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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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각 상가의 특징에 따른 적정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측정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공기질

개선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질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마다

적절한환기설비를설치하여가동하고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청소, 실내 흡연금지, 황사 발생 시 단계

별대책시스템가동등을실시하여이용시민의건강보호와친환경적서비스향상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

고있습니다.

특히, 상가리모델링및점포내부공사시에는공기질유해및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등의사용금지감독

을강화하고, 환기탑신축및공조닥트교체를실시하는등원천적으로실내공기질오염을방지하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울시설공단이관리하는지하도상가의실내공기질은국가기준과서울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실내공기질관련 항목들을 서울시 유지

기준의 1/2~1/5 수준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기준대비 1/3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08년

에이미 2010년개선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농도또한서울시기준보다현저하게낮은수치를유지하고있으며, 일산화탄소는서울시기준

의 1/5수준, 포름알데히드농도는서울시기준의 1/4 수준으로낮추었습니다. 현재의추세로볼때모든대

기오염물질에서 2010년개선목표달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나, 서울시설공단은 2010년이후에도지속

적인개선노력을펼칠것입니다.

대기관리

도시기반시설관리와 운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업 특성 상 서울시설공단의 사업활동이 외부 대기질에

미치는영향은미미합니다. 2009년현재서울시설공단은대기오염배출시설을보유하고있지않으며, 시립

승화원과공단보유차량에서만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것으로파악됩니다. 그러나 1,000만서울시민이

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은모든 사업영역에서 대기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로봇내시경

•연도별실내공기질측정결과

국가기준

서울시기준

개선목표

150이하

140이하

50

57.9

49.1

52.8

10이하

9이하

0.5

0.7

1.7

2.2

1000이하

1000이하

500

459

595.7

637

100이하

100이하

20

26.3

20.3

33.6

0.05이하

0.024

0.026

0.027

4.0이하

0.54

0.4

0.34

500이하

409.3

271.6

314.5

0.01이하

미검출

0.0003

0.00029

0.06이하

0.007

0.01

0.014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O3)

(㎍/㎥) (ppm) (ppm) (㎍/㎥) (ppm) (pCi/ℓ) (㎍/㎥) (개/cc) (ppm)

유지기준(4개항목)

구분

권고기준(5개항목)

측정

결과

2007

2008

2009

권고기준없음

공기질자동측정내용모니터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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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활동 ㅣ 시립승화원에서는 2010년부터 대기오염배출시설로 포함되는 화장로 23기에 대해

2000년이전부터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등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측정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 황산화물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과일산화탄소 배출은 기준치보다훨씬 낮

은수준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대기질저하의우려가높은자동차전용도로터널은반기 1회 일산화탄소

(CO)와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하여공기오염도기준치이내로유지하고있으며, 청계천산책로역시분

기별악취측정을통해배출허용기준이하로관리하고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콜택시와청소차량등서울시설공단이보유하고있는차량으로부터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은

현재까지정확한데이터를구축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나이러한보유차량에대해서도오염저감장치,

공회전방지창치설치등대기오염방지노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 추후공단보유차량에대한

대기오염물질측정체계를갖추고더욱체계적인대기관리활동을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백연방지시설 설치 ㅣ 2008년 3월 초, 원지동 지역주민에 의해 촬영된 시립승화원 백연(白煙, White

Fume)1 발생 사진이 연기로 오인되는 민원유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즉각 백연방지시설

설치 계획과 함께 2010년 개정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화장로 기준에 적합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계획을세웠습니다. 현재는총예산 28여억원을들여 2008년 11월 ~ 2010년 6월까지화장로

23기에 백연방지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외기온도 기준

백연발생온도가 5℃이하에서 -10℃이하로내려가백연발생일수가현저히줄어들게되며, 백연방지시설

구성품인DNA필터, 가열로, SCR(선택적환원촉매)이다이옥신등취기물질과질소산화물을현저히저감

시킬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화장로 공기혼합냉각기 싸이클론집진기 공기예열기 가스냉각기 여과집진기 유인배풍기 악취촉매

백연가열로 디녹스촉매 연도

1 백연(白煙, White Fume)은 배출 연소가스

온도와외부대기온도차에의해발생하는수

증기입니다. 백연현상은 배출온도와 주변대

기 온도차가 클수록, 수분함량이 많을수록,

주변대기의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잘 형성되

는데 주로 겨울철 오전 중에 발생빈도가 높

습니다.

•승화원화장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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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덤프차량의덮개는단순가림막식으로설

치되어있어건설폐기물등을실은대형트럭

이 도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낙석과 비산먼

지가 발생되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비가올때에는화물적재함으로스며든빗물

이다시도로로흘러내려환경오염문제도초

래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낙석과

비산먼지발생을방지할수있는완전밀폐형

덮개를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자동덮개’는 서울시설공단의 창의회

의를통해채택된아이디어로서, 자동덮개제작을통해기존단순가림막으로인해발생하는낙석,

미산먼지, 오염문제를전면개선할수있었습니다. 덤프트럭자동덮개는현재특허출원과시범

운영까지마친상태이며환경, 안전관련개선효과가매우탁월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적

용범위도토사, 폐기물, 염화칼슘(제설차량) 운반등덤프트럭규격별로설치가가능해앞으로더

많은현장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덤프덮개개발을통한비산먼지방지

백연방지시설설치전

백연방지시설설치후

5℃

-10℃

57ppm

8ppm

2008년, 2009년환경측정결과평균

구분 NOx(질소산화물) 백연발생외기한계온도 비고

세척실적(㎡) 466,940 38,704 274,367 153,869

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화장로백연방지시설설치에따른대기관리성과

공동구비산먼지관리

서울시설공단은여의도, 목동등 6개공동구총연장 32.8㎞의시설을유지관리하고있으며, 분진및매연

등의 공동구 내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바닥, 전력케이블

및통신, 상수도, 난방관등구조체와점용시설을 3년 1회주기로세척하여깨끗한공동구유지를위해노

력하고있습니다.

새로개발된덤프트럭자동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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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서울시설공단의 사업 영역 중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분야는 교통시설관리처 내 공영차고지입니다. 그

리고 직접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지는 않지만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청계천 역시 깨끗한 수질 유지

를위해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영역입니다.

공영차고지에서는버스세차기를가동하는과정에서폐수가발생하는데이러한폐수의 수질을수질환경보

전법환경기준에적합한수질기준이하로처리토록철저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공영차고지수질오염방

지시설은전문환경업체에위탁관리를하고있으며, 월 1회 이상 일반검사와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통

해기준이하의배출수질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청계천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 2에 규정된 Ⅱ등급(약간좋음)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 차원에서 매일 4개 지점, 매월 7개 지점의 수질 측정을 통해 수질

모니터링을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류 발생은 하천수질에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나, 주변 미관을

저해하게되므로평시취약지점 68개소를집중적으로관리하고대규모녹조류발생시에는하상대청소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아울러하상주변에부들, 꽃창포, 갈대등자연정화식물을식재하는등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깨끗한수질을유지하도록관련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공영차고지폐수배출량현황

•오염물질의유입공정도

•폐수배출시설의공정도

2007

2008

2009

90,000

126,000

144,000

5

7

8

은평, 강동, 송파, 양천, 중랑

은평, 강동, 송파, 양천, 중랑, 도봉, 상암

은평, 강동, 송파, 양천, 중랑, 도봉, 상암, 강서

연도 배출량(ton) 연도별사업장수 해당차고지명

자동차000대/day 자동차입고

용수000㎥/day

세제 00㎏/hr 차량세척

배출허용항목기준치

PH : 5.8~8.6

COD : 130㎎/ℓ

SS : 120㎎/ℓ

N-H : 5㎎/ℓ

ABS : 5㎎/ℓ

폐수발생 : 000㎥/day

지역구분

‘나’지역

출고

유수분리기(API) 유량조정조 중화반응조 응집조 가압부상조

방류조 여과시설 처리수조 참전조 폭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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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청소활동

•연도별수생식물식재

2007년

2008년

2009년

계

합류부수생식물식재

수질정화식물식생대설치

수질정화식물추가식재

합류부세월교주변수생식물식재

버들습지수변식생복원

마장2교하류수생식생복원

인공식물섬설치

5,000본

1,100본

5,000본

1,200본

1,100본

444본

420본

14,264본

1,684㎡

216㎡

42㎡

구분 식재내용 식재수량 비고

•청계천수질측정결과

6.5~8.5

7.93

7.85

7.97

pH
[수소이온농도]

DO(㎎/ℓ)
[용존산소]

BOD(㎎/ℓ)
[생화학적산소요구량]

SS(㎎/ℓ)
[부유물질]

T-N(㎎/ℓ)
[총질소]

T-P(㎎/ℓ)
[총인]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대장균군
(군수/100mℓ)

5이상

11.28

11.04

9.87

3이하

0.9

0.8

0.4

25이하

2.9

1.7

2.2

10이하

2.028

1.692

1.688

1이하

0.026

0.022

0.019

1000이하

4

19

67

200이하

2

2

3

구분 등급 상태

수질

기준

측정

결과

2007

2008

2009

Ⅱ 약간

좋음

하상청소활동실적

·2007년 : 3회(시점부~고산자교)

·2008년 : 8회(시점부~고산자교)

·2009년 : 8회(시점부~고산자교)

하상청소

인공식물섬설치전

인공식물섬설치후

※측정결과는청계천시점부의연간평균치임

기타오염관리

기본적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서울시설공단은 도시환경의 질에 미치는 여러 요

소들을파악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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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전

시공후

악취관리ㅣ 청계천은 강우 시에 복개구조물에 유입되는 잔류오수 등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합니다. 서울

시설공단은 이러한 악취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악취를 포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실

천하고있습니다. 청계천은배출시설이아니기에법적인해당사항은없지만, 지속가능한녹색도시의모습

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악취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의 결과로 2009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 측정 결과 전구간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악취저감을위한노력

탈취설비설치

PE 가림막설치

허브식물식재

복개박스내미생물을이용한악취정화

복개박스내및수문입구설치

수문주변 8개소

3개소

29개소

4,320본

-

2007~2009년

2009년

구분 내용 수량 비고

•저소음포장시공실적(‘09년)

강변북로

노들길

북부간선로

계

서울시계~성산대교(구리방향)

양화교~한강전자공고

신내I.C (월곡방향)

384.62

62.85

71.04

518.51

(단위 : 100㎡)

노선 시공구간 물량

소음관리ㅣ 서울시설공단이관리하는도시고속도로에서는차량의고속주행시발생하는자동차소음으로

인해시민불편사항이자주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방음벽, 방음림, 방음창등현재실행중인여러가지

소음저감기법들은대부분이국지적소음저감효과를발휘하는공법으로소음저감에한계가있는것이사

실입니다. 이에서울시설공단은효과적인소음저감을통한시민복지개선을위해 2009년부터주요도시

고속도로에저소음포장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저소음포장의경우포장구간전체에걸쳐소음저감효과

가나타나기때문에다른소음저감기법에비해효과적인소음관리기법입니다. 특히, 표면공극속으로차

량 타이어 소음이 흡수되므로 소음을 감소시킴은 물론, 우수(雨水)의 신속한 배출과 우천 시 미끄럼 저항

성을향상시키는효과도있습니다. 소음민원다발구간에대하여저소음포장을시행한결과 2~3dB 정

도의소음이저감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감독하는공사에는소음방지를위해친환경공법을사용하고있습니다. 기존에는 콘

크리트담장철거에브레이커를사용하였기때문에소음이발생하였으나 2009년부터관련작업에소음절

단기를사용하여주택가소음을방지하고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저소음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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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에서는운행중인화물차량으로부터쓰레기가발생하는경우가많으며이러한쓰레

기는 도로와 주변지역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도시고속도로에서의

오염 발생요인을 줄이고자 적재함덮개 미설치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년 2회

실시하고있습니다. 2009년에도도시고속도로중화물및폐기물처리차량운행이많은4개노

선에서 주 2회(월 8회) 경찰(2명)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적재함 덮개를 미설치한

화물차량411대에대하여계도와범칙금을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1일부터는상시단

속반을 운영하여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 374대에 대하여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계도및홍보를위하여이동식단속차량을 10월부터도입운영하고있습니다. 화물차량덮개설

치여부가쓰레기발생을비롯하여미세먼지발생정도에영향을미치며, 교통안전에도관련성이

있는만큼, 앞으로도서울시설공단은도시고속도로상적재함덮개미설치화물차량에대한계도

및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할예정입니다.

도시고속도로적재함덮개

미설치화물차량단속

•합동단속활동

•단속실적

2007년

2008년

2009년

703대단속, 계도 (계도 164대, 고발및범칙금부과 539대)

425대단속, 계도 (계도 279대, 범칙금부과 146대)

411대단속, 계도 (계도 268대, 범칙금부과 143대)

년도 단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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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적설계적용

에너지효율적이며지속가능한서울의모습을구현하기위해, 서울시설공단은원료투입부터폐기물처리

까지전과정에걸쳐생태환경적설계를고려하고있습니다. 국내최초의나무뿌리테마정원인어린이대공

원의나무뿌리원과공원내죽은나무로조성한숲속모험의나라등은설계당시부터철저하게환경보호

와 자원재사용을 고려한 생태환경적 설계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뿌리원은 공원 내

죽은 나무뿌리를 활용하여 분재받침과다양한 조형물, 학습자료를 만들었으며 소화기, 자전거, 소변기 등

각종폐품을사용하여환경정원을조성하였습니다. 숲속모험나라역시설계과정에서일부판재와각재를

제외하고 기둥과 난간을 모두 공원 내 죽은 나무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였으며, 시공 또한 대부분 폐목재

를사용하여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바다동물관 리모델링과 어린이대공원 및 월드컵경기장 디자인갤러리 시공 시에는 모

든조명등을 LED로설계·시공하여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였습니다. 이렇듯시민들이자주찾는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생태환경적 관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하고 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의

모습을갖추어가고있습니다.

현재는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등에서생태환경적설계의성과가나타나고있으나, 향후에는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사업분야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9년 12월에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감독하는

200억원미만공사의설계및시공과정에서도생태환경적설계를반영할수있도록관련계획을수립하

였습니다. 추후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설계와 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하는 모

든사업에생태환경적설계도입을적극반영할예정입니다.

나무뿌리원 숲속모험의나라

바다동물관 디자인갤러리(월드컵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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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혼자남겨진것처럼외로운날에는서울을믿으세요. 청계천을거니는사람들을만나고, 함께어울려보세요.

서울하늘아래함께살아가는사람들이바로당신의이웃입니다. 강한믿음, 끈끈한정이있는도시를위해서울시설공단이함께합니다. With U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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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설공단은투명경영을실천하고사회적책임을다함으로써서울시민으로부터사랑받고존경받는공

단이되겠습니다. 또한임직원한명한명을존중하고지속적으로신뢰를구축해나갈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서울시민으로부터사랑받고존경받는시설공단’이되고자하는목표아래, 감사조직과청

렴교육을통해윤리경영을조직내에체화시켜나갈것입니다. 내부직원과협력업체들과는상호신뢰를확

대하고, 지속적으로소통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또한협력업체들을고객으로상대하며상생협력을이

루어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는공단으로서의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

사회적약자를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 나눔경영과사회공헌활동을확산시키는일에도주력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사회관련중요이슈는다음과같습니다.

* High : 인적자원개발(HRD),인사제도, 노사화합, 상생협력

* Mideum : 공정거래, 산학협동, 사회공헌

서울시설공단은내부임직원의역량개발과평가를혁신하기위해전문기관으로부터 2008년부터자문을

받아인적자원관리체제를구축하고2009년 'Best HRD' 인증을받았습니다. 2008년에는노사평화선언을

통해노사간신뢰와화합의장을마련하였습니다. 2003년부터운영해온장애인콜택시는 2009년말현

재 280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 이외에도나눔경영을확산하고전문성을이용한기술봉사를펼치는등사

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설공단

이지역사회와주고받는영향을파악하여이를기반으로지속가능한기업의모습을형성해나가는것이

중요하리라생각합니다. 이러한연유로, 향후에는경영활동의기획단계부터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을고

려하도록노력하고자합니다. 지속적으로다양한협력업체들과의상생협력방안을모색하고, 전 임직원의

역량개발과여성관리자의육성을위해힘쓸것입니다. 공단의전문성을살린사회공헌활동을확대하고,

여성고객과장애인들이공단이관리하는시설을더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각종편의시설을확충해나

가겠습니다.

주요이슈

(Issues)

사회비전

(Vision)

전략방향

(Strategies)

성과

(Achievements)

과제

(Challenges)

05
사회

With Society
2009
Sustainability 
Report

Seoul Metropolita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사회_경영방식(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BEST 청렴기업 BEST 사회공헌기업 BEST 파트너기업

청렴1위공기업유지

•감사조직운영

- 부패통제

•행동강령실천

•윤리교육·홍보

•청렴지수개선노력

•반부패산학협력

•시민고객권리제고운영

자발적사회공헌프로그램구축

•조손가정지원사업

•1사 1촌프로그램

•자원봉사단활동

•기술봉사단활동

•군부대지원

커뮤니케이션강화

•기업고객도움센터설치및운영

•건설공사편의성제고프로그램

•기반시설입점업체와협력강화

서울시민으로부터사랑받고존경받는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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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5 With Society

인적자원개발(HRD)

인재확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저소득층, 취업보호대상자 등의 사회취약계층 인력을 채용하여 다양성을 늘리고,

사회적여건으로 고용기회가 부족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는여성인력을채용하고자하는노력도포함되어있습니다.

인재관리

•「Drafting」제도활용을통한인력배치이동ㅣ서울시설공단은직원들의직무몰입도를향상시키고, 팀

워크를향상시키기위해「Drafting」제도를도입하여인력을배치하는데활용하고있습니다. 즉, 전보기준

과일정이공개되면직원들은희망부서를지원하고, 해당희망부서와의협의를거쳐인사이동이이루어

집니다.

•「직위공모제(Job-Posting)」운영 ㅣ 서울시설공단은 필요에 따라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태스크포스

(TF) 책임자등을내부공모를통해선발하여능력과열정을갖춘적임자를배치하고있습니다. 외부채용

보다공단의현황을더잘알고있는내부직원의역량을활용함으로써업무효율성을높이고, 직원들간

건전한경쟁문화가자리잡는계기가되었습니다.

•고용안정 ㅣ 서울시설공단은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기존의여성직원에서남성직원까지범위를확대하였으며, 봉급의 50%를

육아휴직기간동안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년 이상근속한비정규계약직 316명을 정년

이보장되는무기계약직직원으로신분을전환하고, 복리후생을확충하는등비정규직에대한처우개선을

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직원배치전보흐름도

전보기준
사전공개

개인희망부서
조사

부서전입희망
조사

전보안확정

전보대상, 일정
사전공개

개인별희망부서
(3지망) 조사
※시스템운영

부서별전입희망
(2지망) 조사

Drafting, Head
Hunting을통한
전보안확정

➡ ➡ ➡

•무기계약으로전환된인원

무기계약으로전환된인원 243 29 44 31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전환시기 : 매년 1월 1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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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Introduction Economy Citizen Customer Environment
092.093

중장기인적자원개발전략

서울시설공단은설립목적달성과비전실현을위한중장기 HRD전략을수립하였습니다. 2009년에는역

할및직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실시하고, 관련 제도를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신청시역량진단

단계를추가하여직원개개인이부족한역량이무엇인지를먼저파악하고, 이에 맞춰역량을개발하기위

한교육계획수립에중점을두었습니다. 앞으로핵심인재를선발하고관리하는단계적인시스템을도입하

고, OJT 교육을통해이들을전문인력으로양성해나갈것입니다.

•계층별·직급별역량강화추진ㅣ 계층별·직급별로관리자역량, 기본역량강화, 기타 자기개발등을위해

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모든직원들은직급에따라짜여진과정을밟아가며,

창의리더십과창의실행에대한교육을받고있습니다. 직원들은누구나자유롭게사이버교육으로자격증

이나외국어과정을이수하고있으며, 학사나석사학위취득에필요한학비를일부지원받습니다. 또한고

위관리자들은SE-MBA(서울시립대경영학석사과정)를통해전문지식을습득하고있습니다. 현장관리직

원들의경우, 전기, 소방, 통신, 토목등각분야에맞는기술교육을받고있습니다. 특히, 1-3급여성관리자

를양성하기위해 SE-MBA 과정에여성인력을꾸준히파견하고있으며(28명 중 6명), 2009년에는해외

유학연수과정에도여성을선발하는등여성직원의역량강화를위한활동을강화하고있습니다.

•중장기 HRD전략

전문인 사회인창조인

시민에게봉사하는서울시설공단VISION

인재육성

목표

중장기

비전달성

Road-

Map

인재상

기반구축단계(2009~2010)

•역량기반교육체계수립을통한분

야별역량강화

•직종변경자들의전문성강화를위

한관련제도정비및관리실행

•전문가양성을위한전문분야설정

•효과적HRD 실행을위한시스템

도입

실행적용단계(2011~2012)

•핵심인재양성

- 전략적경쟁력강화를위한핵심

인재선발

- 관리시스템도입

•OJT 활성화방안

•사업장에서수행중인OJT 체계화실

적관리및현(現) 교육체계내포함

발전도약단계(2013~2015)

•GWP(Great Workplace) 조성

-신명나는조직문화구축을위한관

련제도보완및실행

•Cost Center로의전환

- 공단특성을반영하는교육프로그

램개발을통해관련교육생모집

및교육실행으로수익창출

미래경쟁력확보를

위한전문가양성

조직과개인의니즈를

충족시키는

Win-Win교육실현

창의적인업무수행을

기반으로한

직무능력향상

지식창출과변화대응을

위한평생자기주도

학습문화조성

기본에충실하고전문성을보유한창조적인재

Step01 Step02 St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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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역량강화교육체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자역량, 
전문/직무역량강화 기본역량강화 타자기계발

고위

관리자

간부

워크숍
공공

기관

방화

관리자

관리

기술

역량

강화

직종

변경

교육

지원

ㆍ창의

셀프

리더

양성

ㆍ창의

실행

과정

ㆍ여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

ㆍ사이버연

수원

ㆍ고객만족

ㆍ청렴윤리

ㆍ성희롱

예방

ㆍ변화혁신

ㆍ의식개발

ㆍ기초소양

- 창의

- 디자인

- 긍정

- 열정

전기

소방

기계

보일러

통신

지출

회계

노무

계약

정보화

등

ㆍ사내

강사

심화

과정

ㆍMBB

보수

과정

ㆍ디자인

교육

해외

체험

연수

석사

학사

전문

학사

학비

지원

직원

능력

개발

지원

퇴직

지원

프로

그램

ㆍSE-

MBA

ㆍ핵심

리더십

•전문성강화를위한직능교육ㅣ 서울시설공단은전직및직종변경자를대상으로업무에대한노하우,

지식, 스킬등을습득하기위한전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09년에는 1,382명의직원이평균 108시

간이상의교육을받았습니다.

•직원교육시간과이수직원수

평균교육시간

총교육시간

총인원수

69.51

100,938

1,452 명

94.78

132,132

1,394 명

108.13

149,436

1,382 명

2007 2008 2009

•2009년직급별인당교육시간

인당교육시간 132.08 119.12 84.18 108.13

직급 1∼3급 4∼6급 7∼9급 평균

•퇴직지원ㅣ 서울시설공단은직원들이퇴직후원활한사회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창업및재취업을

돕고있습니다. 3년이하의정년(58세)을남겨둔직원중희망자를대상으로「New Life Master Plan」을

수립하고노후를점검하는시간을갖게하고있습니다. 인생의 6대 영역(재정, 직업, 여가, 건강, 관계, 나)

을 돌아보고, 이에맞춰개인별로포트폴리오를미리준비하여퇴직후심리적으로안정되고, 활력있는노

후를맞이할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단위 : 시간)

(단위 : 시간)

시설공단SR내지  2010.4.13 10:1 AM  페이지92   001 refine-4도 2540DPI 175LPI  T



▶SocietyIntroduction Economy Citizen Customer Environment
094.095

서울시설공단은장기적으로전문인력을양성하고, 직원개개인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장기위탁

교육인SE-MBA (Seoul Executive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과정을개발하여

인재양성에혁신적인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이과정은서울시립대주관으로서울시5개투자기

관이함께참여하여2006년개설한경영대학원석사학위과정으로공기업특성을반영한맞춤식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공단은2009년까지4년간총28명의졸업생을배출하였습니다.

SE-MBA 위탁교육시행

•SE-MBA 주요커리큘럼

전공과목

외국어

교양및연수

·총 16과목(경영학 8과정, 행정학 8과정)

·외국어(영어/중국어)

·IT(Business Computing)

·서울시현업고위공무원의특강

·교양특강(유명인사, 소양특강)

·해외선진공공기관연수(중국, 일본등)

·총 52학점

·평균B0 이상이수

·이수제(Pass or Fail)

구분 과정명 평가

•청렴교육ㅣ 서울시설공단은청렴도 1위공기업이라는목표를가지고, 2008년부터본사전직원과사

업소과장급, 현장관리소장을대상으로외부강사를초청하여임직원청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공단

의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는‘윤리경영없이살아남을수없다’는제목의교육을 721명이이수하였습니다.

신입직원들도입문교육때부터청렴교육을받고있습니다. 2008년 6월, 집체교육이어려운 31개의현장

사업소에직접찾아가 1,031명의직원들에게행동강령및사례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고, 같은해 4월부

터 12월 사이에는국가권익위원회에서실시하는사이버청렴교육에감사실직원을비롯한부서장과계약

담당자들이참가하였습니다. 

•Best-HRD(인재개발우수기관인증) 획득ㅣ 서울시설공단은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와행정안

전부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인재개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인증공포하는 제도로 교육과

학기술부와행정안전부가주최하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주관하여 2005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인재개발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사용,

인재개발 컨설팅, 해외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인사관리트렌드정보를수집하고학습하여인재개발을전략화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Best HRD 인증로고및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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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서울시설공단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제공하는생활안정자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많은

돈은아니지만, 직원들은금융권을이용할필요없이개인당3천만원까지대출받아필요한곳에사용할수

있습니다(일반직, 특정직대상).

보건및안전

서울시설공단은전사업장의보건및안전에늘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각사업장별로위기발생시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저감 대책반을 운영하고, 안전관리 분야의 우수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카메라리포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2009년우리공단의도시고속도로, 공동구등일부위험사업장에서총 7명의

부상자(산업재해)가발생한바있습니다. 이같은사고발생시원인을규명하고사후안전조치를확실히하

였습니다.

안전교육

서울시설공단은직원의안전을위해긴장을늦추지않고, 위험에노출될수있는직원들을대상으로매년안

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도로관리부서직원들에게작업도중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와각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8회에 걸쳐 544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2008년총23회동안735명의직원이교육을받았습니다. 2009년 9월까지 18회에걸쳐595명의직원들이

안전교육과정을이수하였습니다. 또한상수도공사현장에서근무하는직원들의안전을위해2007년 10회에

걸쳐641명이교육을받았고, 2008년 732명, 2009년 417명이교육을이수하였습니다.

「건강검진제도」개선

서울시설공단은 직원들의 건강 유지가 곧 생산성 향상과 가정에서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임

을 인식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07년 4개월에서 2008년 7개월로 늘렸습니다. 또한 검

진을 받는 직원들의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검진기관을 서울의 4대 권역에 분산하여 배치하였습니다.

2009년에는직원들의편의를위해건강검진기관을늘리고, 이용률이저조했던기관은다른병원으로변

경하였습니다.

•직원산업재해발생현황

직원산업재해(부상) 7명 6명 7명

구분 2007 2008 2009

* 발생사업장- 도시고속도로, 어린이대공원, 혼잡통행료, 번호판영치지원, 시립승화원,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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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를위한여직원자궁경부암예방

서울시설공단은여성직원들의건강을위해여성자궁경부암예방백신접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서울의

료원과연계하여공단의임직원과그가족들이자궁경부암백신을접종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업무상사고ㆍ사망직원보상기준확립

서울시설공단은 노사 협의를 거쳐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처리 지침

을 2008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은업무중당한사건이나사고중산업재해로인정되지않는업무상

재해나질병으로인한사망에대한것입니다. 해당유족에게는평균임금의 1,300일분을지급하고장의비

로평균임금의 120일분을보상하도록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실시

서울시설공단은 매해 겨울,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동부병원과

협의하여방문접종을실시하였고, 개별적으로도예방접종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전

직원의약 40%에달하는 649명이예방접종을받았습니다.

노사화합을위한의사소통활성화

노사의사소통채널

1987년설립된서울시설공단의노동조합은 2008년기준으로인사노무, 감사, 비상계획등부서특성으로

제외된인원을뺀직원이가입하여활동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과함께서울시설공단은상호협력증진을

위해공식적으로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상담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노사실무위원회ㅣ 서울시설공단은노사현안을합리적으로해결을위해노사실무위원회를상시운영하

고있습니다. 노사실무위원회는노사각 5명씩총 10명으로구성되며, 당면현안및주요업무사항을논의

합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직급구조 및 임금구조 개선사항,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관련 사항 등이 있습니다.

노사가 필요한 현안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설화된 노사실무위원회는 서울시설공단의

노사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할뿐아니라발전시키는주요한채널입니다.

•직원보상기준- 유족보상과장의비

보상내역

지급대상

지급시기

평균임금의 1,300일분

수급권자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례실행자

산업재해승인통보일로부터 14일이내

구분 유족보상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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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실무위원회및본회의ㅣ 서울시설공단은임금및단체협약사항을효과적으로논의하기위하여

실무교섭과본교섭을운영하여노사의공동이익을증진하고있습니다. 노사각 5명(총10명)으로구성된임

단협실무위원회는실무진간의협의를통해 1차적인합의를도출하고, 노사 각 12명으로구성된본회의를

통하여 주요 쟁점사 항의 논의 및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진출, 축소, 변경 및 주요한

사업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단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사전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 및 인력

변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정관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의 개폐’를 공단의 통지의무로 강제하여

노사간성실하고투명한교섭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해놓고있습니다. 또한임금및단체교섭과는별

도로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을통한열린경영으로합리적인노사발전을이루기위하여매분기마다정

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교육훈련, 경영계획 제반사항 등에

대한정보공유및협의를통해발전적인노사관계를지향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장애인이동지원을위

해운영하고있는장애인콜택시운전기사로구성된서비스직은별도로노사협의회를갖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정기개최ㅣ 서울시설공단은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근무환경을조성하여직

원의 안전과 보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노동조합대표가공동위원장을맡고있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노사를대표하는 20명의위원으로구성되

며, 관리책임자 직무사항설정과안전보건시책심의, 중대한 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

하면 4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소집하여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조사 결과를 인트라넷 망에

공지하여전직원이공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운영ㅣ 서울시설공단은노사공동의노력을통한직원고충해결과합리적노사문화를

구축하기위해「고충처리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2009년 개인적으로건강이악화되거나, 업무적성

이맞지않아직무재배치를희망하는경우, 전보로인한장거리출퇴근에대한고충등총 8건에대한심

의를거쳐근무지를변경하거나직종을전환하는조치를취하였습니다.

노사협력노력

•노사평화선언ㅣ서울시설공단은 2008년 12월노사화합한마음행사를개최하고, 이자리에서노사평

화선언을하였습니다. 이는금융위기를극복하고공단이지속적으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노사가공

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화적이고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2008

년 무분규임단협타결이라는결과를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서울시투자기관의노사화합문화정착및확

산에결정적인역할을하였으며, 2009년서울시공무원노·사·정화합·평화및사회공헌선언식의단

초가되었습니다.

처리건수

•고충처리현황

7

(단위 : 건)

8

6

2007 2008 2009

노사교섭

•노사협의회운영현황

9

15

9

5

11

6

15

2
3

(단위 : 회)

2007 2008 2009

노사실무위원회
임단협실무위원회
임단협본회의

노사협의회

3

(단위 : 회)

5
4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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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사정모델협의회(외부채널) ㅣ 서울시설공단은대립적노사관계를극복하고노사양자만의협력

적노사관계를뛰어넘어, 서울시노사정 3자가대화와타협으로노사문제를해결하는서울노사정모델협

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및 공익위원(6명)을 비롯한 서울시 각 투자기관

노사대표(6개기관, 총12명)로구성된노사정모델협의회는각기관별노사쟁점사항을조정하고, 노사관계

가건전하게발전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2009년부터는노사정공동으로사회공헌사업을

펼쳐지역경제및국가기반성장에기여하고있습니다.

•열린경영실천및정보공유ㅣ 서울시설공단은노사간의열린경영실천 및 정보공유를위해 공단 인트

라넷을통해노사간실시간으로정보를공유하고, 직원 개개인의인사평정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

평가를토대로직원들이역량개발의방향을설정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주요한경영사항에대

해서는 경영설명회를통해 직원들에게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각종 회의자료, 보도사항,

창의평가결과등의관련정보는자료가생성되면바로공단내인트라넷으로제공됩니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ㅣ 서울시설공단은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노동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와 협약을 맺고 함께 준비한 노사 공동교육과 노사화합 마당 등의 프로그램 활동을 통하

여안정적인노사관계를위한발판을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서울시설공단은지속적으로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개발하여협력적노사관계기반을더욱다져나갈것입니다.

•노사공동교육을통한상호이해증진ㅣ 서울시설공단은노사현안문제를자율적으로해결하는토대를

만들기위해연중수시로공동교육을실시하여상호이해와협력을증진시키고있습니다. 2009년에는임

금및단체교섭전략과정등 5개과정에공동으로참여하였습니다.

•노사정모델협의회개최현황

노사정모델협의회 8회 3회 2회 3회

계 2007 2008 2009

•노사간정보교류

내용

비고

공단인트라넷을통한정보공유

공단 - 성과관리, 지식마일리지,

혁신과제게시

노조-조합활동사항및운영상황

주요정책등각종지시사항및

일일업무

통합정보시스템을통한정보열람

개별근무성적평가및

인적정보자료개별적열람

주요경영사항에대한직원설명

평가제도개선(상시기록평가07.8),

비정규직보호대책('07.12)

직급및임금구조용역결과('08.9~10),

조직진단용역결과('08.12)

선택적복지제도설명('09.2),

직제단일화방안('09.11)

구분 노사상호실시간정보공유 개인역량정보실시간열람 경영설명회실시

인증서

노사화합마당

워크숍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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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동교육과정및내용

·교육기관 : 중앙경제HR교육원

·참여인원 : 14명(노조 11명, 공단 3명)

2009년임금및

단체교섭전략

09.4.9 
∼ 4.10

·교육기관 : 중앙경제HR교육원

·참여인원 : 7명(노조 5명, 공단 2명)

노동법·노무관리

전문가과정

09.5.12
∼ 6.16

·교육기관 :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 노사분쟁, 노사협상전략, 기술등전문교육

·참여인원 : 2명(노조 1명, 공단 1명)

노사관계전문가

양성과정

09.5.14
~12.17

·견학업체 : (주)한국화이바(경남밀양소재)

·견학인원 : 20명(노조 7명, 공단 13명)

·견학내용 : 선진노사관계, 첨단지식·창의사례

노사협동창의경영

우수기관벤치마킹
09.10.7

·견학업체 : 대구도시철도공사, 포스코(광양), 한국바스프(여수), 호남화력발전소

·견학인원 : 8명(노조 4명, 공단 4명)

·견학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예방활동, BP사례

산업안전우수현장

노사합동견학

09.10.28
∼ 10.30

교육과정(실시시기) 교육프로그램내용

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서울시설공단은외부전문가특강, 동영상 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에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관리

자의인권의식제고를위해 4급 이상직원들을대상으로의무적으로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다

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성희롱관련고충상담을위한사내전문가를양성하기위해한국양성평

등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은 성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를최소화하고, 밝고건전한조직문화를만드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보안인력교육

서울시설공단은본사및현장사업장의안전및보안을담당하는경비용역업체소속직원 186명전원에대

하여월 1회 이상인권관련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특히 고객과직접대면하는협력사직원들에게고객

의 권리 및 관련 정책, 절차 등에 관해 교육함으로써, 공단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권익을 보호에

앞장서고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실시현황

교육회수(시간)

교육인원

1회(1시간) 2회(1.5시간) 4회(14시간)

1,271명 1,526명 1,825명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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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협력업체들과 함께 시민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설공단의 협력업체는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시립장사시설, 소규모공사감독, 공동구 등

공단이맡고있는사업분야별로간담회및서비스점검을함께하고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계약체결

시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장 용역(청소경비시설관리)계약서에 근로자 보호

규정을두고공단내부적으로관련사항을평가하여협력업체직원을보호하고있습니다. 지하도상가의협

력업체는입점상인번영회, 광고대행업체, 청소경비용역사로총 52개업체와협력관계를맺고있습니다. 월

드컵경기장의경우 16개의 입점업체와협력관계를맺고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경우입점상인, 위탁시

설업체등과협력관계를맺고있으며, 그 밖에시립승화원의입점업체, 소규모공사감독의시공사등과도

협력관계를맺고있습니다. 2009년에는서울시와지하도상가상인간임대차계약연장협의를위해간담

회와설명회를적극적으로개최하였습니다. 시설이노후화된영등포역, 강남역, 강남터미널지하상가는리

모델링을 전제로 민간위탁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24개 지하도 상가는 3년

간계약기간을연장하였습니다.

공단「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와합동산행

서울시설공단은협력업체와의원활한소통을 위해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와함께 합동산행을다녀왔습니

다. 이사장과노조위원장을비롯한공단임직원들은지하상가상인회대표들과함께산행을하며상호간의

이해와신뢰를증진하였습니다.

•협력업체와의상생추진현황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시립승화원

도심지공사감독

공동구

·입점상인(연합회/상가별자치회)

·광고대행업체

·청소/경비/용역사

·입점상인

·위탁시설업체

(놀이동산/동물공연장/돔아트홀등)

·청소/경비/용역사

·입점업체(월드컵몰)

·시설물대관기업체

·대한축구협회등체육단체

·입점업체(매점, 식당등)

·청소/경비/용역사

·각시공건설사

·각발주기관(서울시/자치구)

·점용기관(한전/가스/수도/난방등)

- 상인연합회와합동산행(08. 1 /북한산)

- 상가별자치회와수시간담회(현장소장)

- 협력업체서비스수준평가(08. 8)

·청소/경비/시설관리실태모니터링

- 공원내위탁업소지도점검(수시)

- 위탁업소민원서비스점검회의(수시)

- 월드컵몰자율협의회(09. 12)

·사업장대표와간담회

·2010년행사일정공유등협력

- 장례업체와간담회(08. 1)

·부정화장예약방지대책논의(59업체)

- 시공사와간담회(중요공사장수시)

- 건설공사세미나, 워크숍(연정례화)

- 점용기관대상자체만족도조사

사업부서 주요협력업체 협력추진실적

육색리본

고객사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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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경기장대표자간담회개최

서울시설공단은 2009년 12월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경기장내입점업체책임자와함께간담회를개최하

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드컵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의서 작성과 월드컵경기장 통합홍보물 제작 등에

관해논의하였습니다. 향후대표자간담회를매분기개최하여협력업체와의관계를더욱강화할것입니다.

협력업체와의커뮤니케이션

협력업체만족도조사

서울시설공단은 2006년도부터매년감사실주관으로협력업체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습

니다. 공단에서시행한각종공사및용역물품구매등협력업체에대한공단의청렴수준및업무와관련된

문제점을설문지를통해조사하고있습니다.

2009년 조사에는 전년 대비 40%나 많은 724개의 협력업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제도 개선과

공단청렴도, 업무개선사항에관하여만족도를조사한결과, 청렴도관련분야의금품수수가한건도발견

•어린이대공원협력업체간담회참석자및내용

담당자, 판매시설운영자 15명, 보험사관계자

사업단장외 4명, 각협력업체운영자 7명

정후문앞판매시설운영자(15명), 

노점정비용역업체

사업단장외 6명, 위탁업체대표 10명

담당자, 운영자 (13명)

사업단장외 2명, 입점업체 8명

화재보험및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판매시설뒤창고공간

설치허용등

차량출입에대한협조사항및구의문폐쇄기간변경요청등

대시민서비스제고, 민원예방등

여름축제행사소개, 위탁시설관련안전저해요소점검및

예방조치등

식품위생철저, 이용시민서비스제고, 유니폼착용등

공원내정보안내전광판설치및운영사항공지등

2009. 5. 14

2009. 5. 16

2009. 5. 25

2009. 7. 8

2009. 10. 14

2009. 12. 3

일자 참석자 주요내용 서울월드컵경기장대표자간담회

(2009. 12. 17)

•참석자 : 서울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외 3명, 협력업체대표 (8명)

•주요논의내용

- 월드컵몰경쟁력확보를위한협의

서작성

- 월드컵경기장통합홍보물제작

- 대표자간담회정기개최등

경쟁력확보협의서

대표자간담회

지하도상가설날맞이홍보및고객사은행사지원

서울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에입점상인들이 원활하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명절을 맞이하여

지하상가입구에근하신년현수막을설치하고, 지하도내에는육색리본을다는등상권을활성화하기위한

마케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협력업체간담회

서울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입점업체 책임자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원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협력업체의애로및건의사항을경청하여조속히해결되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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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고 협력업체에서도 부조리 분야의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조리 방지를 위해

직원청렴교육을실시하고청렴서신을활용하는등전사적인노력을기울인결과였습니다. 그러나직원의

고압적인 언행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사항(불친절)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서울시설공단은협력업체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부패와부조리가없는청렴공단, 원활한업무

처리가이루어지는선진공단이되도록노력해나갈것입니다.

업무처리기준(규정) 및

절차의적절성, 직원친절도

불필요한 서류나 기준 요구 등 업무

처리과정등의합리성을묻는질문에

적정 84.4%, 보통 14.1%, 부적절

1.5%(4건) 응답으로적정하다는응답

이전회대비8.3% 증가

분쟁불만시

이의제기편의성

분쟁이나불만사항존재여부질문에

95.7%가“없다”, 4.3%가“있다”고

하였고, 분쟁이 있었다는응답(12건)

중 3건은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공단 및 발주청의 일방적인 기

준적용으로미반영되었다고응답

타기관과비교한공단의대외

이미지

·업무절차

우수68.8%(전회 58.5%) 

보통 27.6%(전회 36.5%) 

부족 3.6%(전회 5.0%)

·친절도

우수76.0%(전회 70.4%) 

보통 22.2%(전회 28.3%) 

부족 1.8%(전회 1.3%)

·부조리방지노력

우수78.6%(전회 83.0%) 

보통 20.3%(전회 15.1%) 

부족 1.1%(전회1.9%) 

타분야에비하여부조리

방지노력을높이평가

● 설문지발송 : 724개업체

▶기준 : 2008. 7. 1 ∼ 2009. 7.31 준공한 1천만원이상사업

● 조사기간 : 2009. 10. 14 ∼ 12. 7

● 조사방법 : 우편및유선(Fax) 확인

● 조사결과

업무개선분야

금품제공요구받은사례 : 

없음(전회 1건)

금품또는 1인3만원이상

식사나향응접대제공여부 : 

없음(전회3건)

설문시부패관련대상자로

거론된경우, 상시비노출관찰을

통해부패행위를확인. 

확인된경우, 공단규정에

의거하여조치

공단청렴도관련분야

기타불편사항, 개선요구및칭찬사례

서류간소화, 설계변경시현장여건미반영등의업무단계별불편사항 17건, 부조리예방, 업무개선요구및

청렴하고공정한일처리를칭찬하는감사의견28건등다수접수

기타개선사항분야

시설공단SR내지  2010.4.13 10:1 AM  페이지102   001 refine-4도 2540DPI 175LPI  T



▶SocietyIntroduction Economy Citizen Customer Environment
104.105

기업고객도움센터설치

서울시설공단은 홈페이지에「기업고객 도움센터」를 설치하여 협력업체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협력 업무와 관련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고객 도움센터는 공단과 공사나 용역, 구매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와 서울

시의 위탁 하에 공단이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시공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한 불편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 고객은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청렴신고센터’도

이용할수있으며, 공단이가지고있는건설공사와관련된시공노하우나기술자료등도제공받을수있

습니다. 2007년개설된‘청렴신고센터’에는 2009년까지총 33건의신고가접수되었고, 그중 2건(‘07년

1건, ‘09년 1건)은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해당조치를 취하였고, 단순 민원 31건의 신고는

해당부서에서처리하였습니다.

시공사, 설계변경심의참여

서울시설공단은 건설공사에서 설계를 변경할 때에 계약업체를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

다. 이를통해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간의이견을 해소하고, 계약업체의 불만사항 및

현장의애로사항을들을수있습니다. 또한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참여한영세업체들에게건설공사관련

법규, 시방서등관련규정을설명하고이해를구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협력업체들과상호커뮤니케이

션을활성화하고상생협력의경영이념을실천하고있습니다.

산학협력

2009년 말까지공단은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도시고속도로, 시립승화원, 경영지원분야등 5개부

문 13건의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사업과 관계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공단사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합협력을 체결한 대학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에 필요한 인재육성에 동

참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불편사항발생

(협력업체)

→홈페이지「도움센터」접속

(ID발급및불편사항입력)

신고접수및담당부서확인

(감사실, 담당부서)

환류(피드백)
답변처리사항확인

(감사실)

불편사항처리후답변

등록(담당부서)

절차

기업고객도움센터

•산학협력체결현황

13 1 4 1 4 3

계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도시고속도로 시립승화원 경영지원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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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서울시설공단은공정거래법제 50조 2항에근거, 2009.3.16∼3.20까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소관법률

위반여부를 조사받은 결과,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서상 불

공정약관조항에대하여보증금조항이약관심사에관한법률상부당성이있어보이나, 공단이심사과

정에서당해약관조항을스스로시정하여시정조치의실익이없다고인정’되어심의절차가종료되었음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통보(09.6.29) 받았습니다.

협약내용및실적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도시고속도로

시립승화원

경영지원

삼육대학교

아시아스포츠

잔디연구소

(08. 5)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08. 6)

서정대학교

애완동물학과

(08. 6)

신구대학교

자원동물산업과

(08. 6)

FITI시험연구소

(07.11)

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

(00.1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08. 8)

한양

사이버대학교

(07. 9)

한국

사이버대학교

(09. 1)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09. 5)

·인적물적자원의공동활용

·학술자료, 출판물및정보상호교환

·잔디생육개선을위한방안연구

(공단)

·현장경험(동물사육사실습업무등)을쌓

을수있는최선의기회제공

(대학교)

·자문및학술정보제공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품질성능평가방

법및기준개발

·학술회의, 세미나공동개최및기술정보

교류

·상호직원파견및위탁교육

·학생들의현장견학과실습시적극협조

·공단인사의대학교육참여(강사등)

·보유기술정보상호교류

·임직원의학위과정위탁과관련한제반

학사관리및교류

·입학금면제및등록금 40%감면

·청렴교육분야협력 : 「임직원청렴학교」

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협력

·공단청렴시책평가및자문활동「공단

청렴도향상위원회」활동참여및청렴

도향상방안연구

- 1차연구과제수행실시완료

연구과제 : 잔디그라운드관수시기

및적정관수량산출

연구시기 : 08. 7. 1~8.22

- 학과생 30명(6기로진행) 야생동물사육

업무체험및실습(실습내용학점반영) 

(08. 6.23~12.19)

- 시선유도봉실제차량충돌시험실시등

(08. 6)

- 평가기준제정을위한WG회의개최(4회

개최) 및시선유도봉 Field Test 완료

(현장충돌시험) 등 (09. 3)

- 장례지도과학생및교수등시설견학

및 2학기강의실시(08. 9.22)

- 생사의례학과학생및교수등시설견학

(08.11.24)

- 2학기강의실시(08. 8.19)

(한양사이버대학교)

- 8명입학(08. 3)

- 8명입학(09. 3)(한국사이버대학교)

- 7명입학(09. 3)

- 내부청렴지수조사용역수행(09.10~12)

분야 체결기관 협약내용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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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영및사회공헌활동

106.107

서울시설공단은나눔경영과사회공헌활동을통해이웃사랑을실천하고사회적약자에게꿈과희망의메시

지를전달하여시민과함께하는공기업이되고자끊임없이노력하고있습니다. 공단은장례문화변화로심

각한 공급난을 겪고 있는 화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

립공사를직접발주/시공관리하는과정에서주변지역주민과생태계, 교통문제등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

해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등도시계획변경에따른각종법적절차를충실히이행

하였습니다. 1천만수도서울의주요기반시설을관리하고있는서울시설공단은지역사회에대한책임감을

가지고든든한버팀목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해나가고자합니다.

전직원이함께하는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자원봉사

서울시설공단임직원은매주토요일암사재활원등서울시내에산재한 14개의복지시설을방문하여자원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5,859명의 임직원이 36,472시간 봉사하였으며, 2009년에는

6,609명의임직원이 35,537시간을봉사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전직원의봉사마인드를함양하기위

해앞으로도적극적인봉사활동을펼쳐나갈것입니다. 2008년에는 11곳의복지시설을지정하고방문하였

으나, 2009년에는종로구의서울노인복지센터와밥퍼나눔운동본부등을추가로지정하여, 총 14곳에서서

울시설공단의 이웃들에게 나눔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서울시와 수도권 내

의공인된복지시설에대한봉사활동또한공단에서적극적으로후원하고있습니다.

•전직원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공단의지원방향

●지정복지시설확대및다변화, 가족동참봉사활동지원

●사회공헌백서발간, 사회공헌수기공모 / 노조·동호회등단체봉사활동유도

●신입사원교육시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 우수봉사자·부서포상및인센티브강화

자원봉사관련언론보도및활동모습
•지정복지시설현황

개소 14 우성원외 6개소 은평노인복지관외 3개소 중계복지관외 1개소 아름다운가게

구분 계 장애인복지시설(7) 노인복지시설(4) 저소득층복지시설(2) 비영리단체(1)

(단위 : 건)

1군(郡), 1촌(村), 1군(軍)자매결연추진

서울시설공단은 2007년 태풍부대(28사단)와 자매결연을맺고, 공단직원가족병영체험등상호교류를촉

진하였습니다. 도농교류차원에서는이미 2005년부터하동군, 외암 마을과자매결연을맺어임직원들은

결연마을에있는휴양소에서휴식을취하기도하고, 농번기에는마을을찾아가일손을도와왔습니다. 서

울시설공단은 배, 감과 같은 지역 특산물 구매 뿐만 아니라, 공단의 특색을 살려 재활용 자재를 지원하고

기술지원도하는등서로가윈윈(Win-Win)할 수 있는활발한교류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조직내에상생협력문화가확립되었고, 2009년 11월충청신문사로부터도농화합과농촌발전에

기여한공로가인정되어도농교류우수기관표창을수상하기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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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사회공헌활동에적극동참

서울시설공단은유관기관과의협조를통해서도사회공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지하도상

가상인, 월드컵경기장입점업체등과함께물품기증및판매행사에참여하는한편, 대한적십자사‘사랑

의헌혈운동’과어린이재단의‘미아찾기캠페인’에동참하였습니다. 학사연(학교와 청소년을사랑하는봉

사연합)에는도시락을지원하고, 성금모금에참여하였습니다. 파트너십을통한사회공헌을통해서울시설

공단은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신뢰를돈독히할수있었습니다. 공단이지닌자원들을활용하여실질적인

도움을준결과, 2009년 11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사회공헌유공감사패를받기도하였습니다.

사회공헌수기공모및사회공헌백서발간

서울시설공단은임직원들이 2005년부터진행했던사회공헌활동을통해경험했던에피소드, 체험담등이

담긴수기를공모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참여했던모든직원들이참여할수있었던이행사를통해

사회공헌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

다. 또한당선작들은서울시설공단의사회공헌활동을체계적으로정리한백서「서울시설공단이만들어가

는아름다운세상」안에실려 2010년상반기중발간될예정입니다.

노조·동호회등단체봉사활동유도

서울시설공단은동호회 성격에 부합하는 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동호회의 특성을 살리면서 나눔에도 참여

하고있습니다. 또한봄가을에열리는체련대회때에는부서별로오전에는단체로봉사활동을하고, 오후에

는체련대회를하여더큰의미의화합을도모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신입사원교육시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서울시설공단은 2009년 12월 신입사원의 입문교육 과정 중에 종로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르

신들의구두를닦아드리는자원봉사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나눔을체험하는교육을통해신입사원들

이서울시설공단의사회공헌활동에직접참여하여봉사에대해생각해보는시간을가졌습니다.

우수봉사자·부서포상및인센티브강화

서울시설공단은 사회봉사활동 우수부서와 우수봉사자, 우수동호회를 시상함으로써 나눔경영의 실천을 독

려하고있습니다. 2009년에는지난해에비해 4명늘어난 10명의우수봉사자에게포상금및표창장, 상장

등을수여하고, 우수부서 3곳을선정하여전체직원들의참여를유도하고있습니다.

유관기관활동참여

<신입사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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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봉사단운영

서울시설공단은전기, 기계, 조경등기술직직원을중심으로기술자원봉사단을구성하여기술봉사를추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원봉사단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보도블럭·가로등주 등 공사자재 재활용을 통해

복지시설의환경을정비해주고, 취약계층을방문하여집을수리하여주는등공단이가진기술및장비로

봉사하고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까지서울시가주관하는‘서울형집수리’사업에참여하여총 48가

구의주거환경을개선해주었습니다.

긴급복구상시지원시스템구축

서울시설공단은 국내에 호우나 폭설 등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단이 갖고 있는 장비 및 인력을

신속하게지원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 2007년 8월, 제주도에태풍‘나리’가지나갔을때와같은

해 12월, 태안앞바다기름유출사고때에도장비와인력을지원했습니다. 2008년 1월, 호남지역에폭설로

인해농가피해가발생했고, 복구를위해공단은전북부안군공작마을로인력과장비를긴급투입하는등

3곳의지방에서발생한재해복구를위해 18일간연인원 410명의인력을지원하였습니다.

한우농가풀사료제공

서울시설공단은서울시의시설을관리하면서동시에서울시의배후지인농촌지역과의상생을고려하고있

습니다. 도시고속도로주변의녹지대와청계천변풀을베어서그냥버리는것이아니라한우농가사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풀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사료로 적합하다는판정을 받은 후, 고양한우영농

조합과협약을맺어 2008년 267톤(48백만원), 2009년 332.5톤(59백만원)을제공하였습니다. 서울시설공

단은조사료생산확대를통해농림수산식품산업발전에이바지한공로를인정받아 2009년 12월 농림수

기술봉사활동모습

긴급복구지원현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창

•기술봉사방문기관및봉사내역

관악노인복지관

공릉사회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

암사재활원

삼동소년촌

암사재활원

은평사회복지관

교남소망의집

08.5.03

08.5.10

08.5.10

08.6.21

08.5.17

08.10.18

08.10.25

08.9.24

냉난방기전원선정비, 환풍기정비등

계단센서등설치, 배수로준설등

콘센트/스위치설치, 노출배수로정비등

주변환경정리, 식사제공

숙소조명등정비, 집수정침전물청소등

벽면균열수리, 보도블록침하보수등

풀깎기, 가지치기, 콘크리트포장등

가지치기, 잡초제거, 초화류식재, 누전점검등

기관명 방문일 기술봉사내용

•공단의전문성을활용한사회공헌방향

●시설관리노하우를바탕으로기술봉사활성화

●사업장특성에맞는프로그램발굴

공단의전문성을활용한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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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품부장관표창을받았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맡고있는도시고속도로의풀을버리지않고한우농가

에제공한것처럼앞으로도사업특성을살린사회공헌활동을계속펼쳐갈것입니다.

소외계층어린이문화체험기회제공

서울시설공단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지방초등학교의축구선수들을초청하여시설을견학하고, 축구경기를관람하는시간을가졌고, 어린이대공

원은거동이불편한장애우들을위해직접찾아가는‘생생동물원’및동물학교를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산간초등학교어린이들을초청하여놀이동산및동물원을관람할수있는자리를마련하고있습니다. 청계

천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을 초청하여 생태학습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고, 저소득층가정의 자녀들을 대상

으로일과후미술교실을운영하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공단사업을활용한나눔프로그램개발, 운영에

많은관심과노력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나눔실천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서울시설공단은국가적인에너지부족과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라는차원에서에너지공단에서시행하는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캠페인에참여하였습니다. 전력수요가급증하는여름철에에너지절약을실천

하여최대전력수요를낮추고저소득층의겨울철난방을지원하는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캠페인을통해

서울시설공단은08년 24.6%의에너지절감을이루었고, 에너지절감분을복지재단등에기부하여공단의

사회적책임에충실하였습니다. 2008년 9월에는 에너지절약특별방송「당신이아름답습니다」란프로에

서캠페인에참여하여이웃사랑을실천한기관(어린이대공원)으로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

조손가정결연

서울시설공단은부모없이할머니와살고있는조손가정과‘1부서 1세대’결연(총 20세대)을맺고, 직접찾

아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용품과 반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대공원등 공단의 사업장

을 견학하는 나들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조손가정과

꾸준히소통하고관심을두기위해 3년간결연을유지하며지원할예정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서울시설공단의임직원은체련대회비, 부서포상비, 선택적복지포인트기부를통해불우이웃돕기성금모

금을하고있습니다. 2008년에만불우이웃돕기성금이약 29백만원이모금되었으며, 급여중 1000원미

만금액을공제하는급여자투리, 희망드림, 서울시와함께하는돼지저금통운동, 사랑의모금탑모금등의

모금프로그램도추진하였습니다.

생생동물원운영모습

※에너지(-) 사랑(+) 캠페인이란 : 에너지공

단, 한국전력공사와사전에약정을하고전

년도 에너지사용량에 비해 올해에너지를

줄이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줄인 양만

큼 일정금액을 적립, 불우이웃을 돕는, 에

너지도 줄이고 불우이웃도 돕는 일석이조

의프로그램이다.

모금액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32,628

(단위 : 천원)

136,919

29,739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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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검증보고서

GRI Index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협회등단체가입현황

최근 3개년도수상현황

용어해설

이해관계자의견설문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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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검증보고서

‘2009 서울시설공단지속가능성보고서’경영진귀중

산업정책연구원(이하 검증인)은‘2009 서울시설공단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에대한검증을요청받아다음과같이검증의견을제출합니다.

책임성및독립성

보고서작성에포함된지속경영목표설정, 성과관리, 정보의수집, 보고서작

성과관련된모든정보및주장에대한책임은서울시설공단에있습니다. 검

증인은 서울시설공단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외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써독립성과자율성을지니고검증작업을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검증기준

본보고서의검증작업은이하기준에의거하여진행되었습니다.

1) AA1000Assrance Standard(2008)1 검증기준

2) GRI G3 지속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2

검증유형및수준

본보고서의검증은AA1000AS(2008)기준의 Type 1과중위수준(moderate

level)에따라검증을진행하였습니다.

● 검증인은 Type 1에 따른검증을진행하기위해 2009 서울시설공단지

속가능성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AA1000

AS(2008)의 3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에 근거하여공시자료및

보고시스템, 성과관리방식에대해평가를진행하였습니다. 

● 또한검증인은보고내용에대해오류를낮출수있을정도의증거자료를

확보하고각성과영역별담당자를대상으로제한적인인터뷰를실시함

으로써중위수준에부합한검증을수행하였습니다.

검증범위및방법

본검증인은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 1)보고내용의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에

대한 평가, 2) GRI지속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지표 충족수준을 확인하

였습니다.

● 공개된데이터의출처및관리부서검토

● 영역별성과데이터수집시스템및보고과정의적합성검토

● 각성과영역별담당자를대상으로인터뷰실시

● 미디어분석과보고기간동안의관련문서인터넷리서치

(2007.01.01~2009.12.31)

● 본사현장실사(2010.02.26)

● 벤치마킹, 언론검색을중심으로한중대성평가진행

● 보고서에수록된재무정보와감사보고서의일치여부검토

● 지속가능성보고서의GRI 가이드라인에따른적용수준확인

제한사항

● 각 성과영역 담당자, 성과정보 취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데

이터의적합성에대해검토함

● 현장실사는본사에서만진행함

● 해당보고기간에대한자료및공개된정보에근거한검증을진행함

● Type 1으로 검증을 진행하였으므로 해당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

해서는의견을제시하지않음

검증의견

검증보고서에 설명된 검증인의 수행업무와 제시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실린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편견이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검증의견은본보고서를통해제시하며세부검증결과

및권고사항은서울시설공단에제출하였습니다.

[포괄성_Inclusivity] : 서울시설공단의이해관계자참여에대한전략수

립및참여프로세스가적정한가?

검증인은서울시설공단이이해관계자참여를실행하기위하여주요이해

관계자에대한적절한참여프로세스를마련하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사업 특성에 맞게 정의, 분류하고 이해관계자에 맞는 참여

프로세스및채널을구축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노력하고있

음을알수있었습니다. 또한각채널을통해수렴된의견을관리, 대응하

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 이슈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

였음을알수있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각이해관계자뿐만아니라전

사적으로의견을수렴할수있는전략및프로세스를체계적으로수립하

여 참여 프로세스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

형적으로수렴할것을권고합니다.

[중대성_Materiality] : 본보고서는서울시설공단과경제, 사회, 환경에

걸쳐이해관계자에게가장중요한정보를포함하고있는가?

검증인은 서울시설공단이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

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미디어분석, 동종업계 벤치마크, 협력사 설

문조사, VOC, 경영실적보고서, 내부고객만족도조사를분석하여내부및

외부 이슈 분석, 이슈분석 및 우선순위, 검토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이슈를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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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및경영활동에영향을미치는리스크차원등의다양한내용을포함하

고공단특성에맞는주요이슈도출방법을구축하였으면합니다.

[대응성_Responsiveness] : 본보고서는이해관계자의요구와관심에

적절하게대응하고있는가?

검증인은서울시설공단이 5그룹의 이해관계자(시민고객, 임직원, 지역/시

민(NGO) 사회, 정부(서울시/시의회), 협력사)에대한커뮤니케이션채널을

운영하여요구와관심을파악하고자노력하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설문조사, 모니터링,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렴한 의견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도보고하고자노력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이해관계자별요구사항에대한결과, 처리 및 대응, 처리방법뿐만아니

라대응에대한이해관계자의만족도등에대해서도보고할것을권고합

니다.

[GRI 적용수준]

본 보고서의 GRI G3에서 제안하는 보고서 적용 수준은‘A+‘에 해당하

는것으로확인하였습니다.

권고의견

본 검증인은 서울시설공단의첫 번째 보고서인‘2009 서울시설공단 지속가

능성보고서’가 1) 지속가능경영비전, 핵심가치및추진전략을수립하고, 2) 경

영접근방식(DMA)을 각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경영 배경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중대이슈를 우선적으로 보고하기 위

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이슈를 도출하고, 4)

2009 하이라이트를별도로구성하여 2009년의경제, 사회, 환경분야의주요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충실하게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고자노력한점을높이평가합니다.

향후발간될보고서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것을권고합니다.

● 2009년 수립된 서울시설공단의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핵심가치, 추진전

략이조직내모든분야에서실현할수있는체계및문화마련

● 서울시설공단의지속가능경영추진을위한담당조직및역할강화

● 지속가능경영이슈관리를위한체계마련과경제, 사회, 환경 성과지표

수립및목표와성과를보고함으로써목표대비성과및추진현황보고

● 정성적성과관리뿐만아니라정량적성과관리를강화하고주요이슈

에대해향후추진계획수립및보고를통하여이해관계자의지속가능

경영에대한기대치충족

● 경영활동소개뿐만아니라지속가능발전과관련하여공단이당면한근

본적인고민, 딜레마, 부정적측면등에대한개선사항및사례보고

● 지표충족보다는보고품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보고체계를강화하여

이해관계자중심의실용성있는보고서발간노력극대화

검증기관의적격성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검증을 의뢰 받은 (사)산업정책연구원은 국내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는‘제3자 검증기관’으로, 1993년 설립되어

2002년부터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지속경영관련분야에서경험을쌓은전

문기관입니다. 본검증인 5인(신철호, 이종욱, 김동수, 이동원, 박정은)은경영

전반, 회계, 환경 등 전공자로서 국내 주요 대학 교수진 및 지속경영 자문에

서경험을쌓고전문교육을이수한전문가입니다.

2010년 4월 8일

(사)산업정책연구원원장

이윤철

1AA1000AS(Assurance Standard): 영국에 소재한 사회책임경영 관련 비영리기관인 Account

Ability에서 1999년에 사회적, 윤리적인 회계, 감사, 보고에서의 질을 향상하여 조직 전반적인 성과와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개발된 지속경영보고서 검증기준으로, 2008년에 개정된 버전을 2010년부터

적용하도록함
2GRI G3 가이드라인: 1997년 국제 환경단체연합인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과 유엔환경계획

(UNEP)이합작하여제정한지속경영보고서작성가이드라인으로 2006년 10월세번째개정판G3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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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 Index

전체보고● 보고안함○ 부분보고◑ 해당없음N/A

항목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4~5

4~5

8

8, 40~41

10

8

8

8

8

9, 33~35

112

3

3

3

3

3

3

3

-

3, 36~37

-

-

120~123

118 ~119

20

20

20~21

20

21

20~21

20

27~29, 32, 52, 90

20, 113~117

●

●

●

●

●

●

●

●

●

●

●

●

●

●

●

●

●

●

●

N/A

●

N/A

N/A

●

●

●

●

●

●

●

●

●

●

●

전략및분석

최고의사결정자(예: CEO, 회장또는동급임원)가보고조직및전략과지속가능성의연관성을밝힌선언문

주요영향, 위험요인및기회에대한기술

기업프로필

조직명칭

대표브랜드, 제품및서비스

주요사업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합작회사등을포함한조직의구조

본사/본부소재지

보고조직이영업중인국가수, 주요사업장이있거나보고서에서다루는지속가능성문제와구체적인연관성을갖는국가명

소유구조특성및법적형태

대상시장

보고조직규모(종업원, 순매출, 총자본, 제품과서비스등)

보고기간중규모, 구조또는소유구조상의중대한변화

보고기간중수상내역

보고매개변수

보고대상기간

최근보고서발간일자

보고주기

보고서및관련내용에관한문의처

보고내용정의프로세스

보고경계

보고범위또는보고경계상의구체적인제한사항을기술

합작회사, 자회사, 임대시설, 외주업무등기간별또는조직간비교가능성에큰영향을줄수있는객체에대한보고기준

성과지표등기타정보수집과정에서적용된예측을뒷받침하는가정과기법을포함한데이터측정기법및계산기준

이전보고서에제시된정보의재기술로인한효과및재기술사유에대한설명

이전보고기간대비보고서의범위, 경계또는측정방식상의큰변화

보고서내에서표준공시사항의위치를나타내는표

보고서외부검증을위한정책및현재활동

지배구조, 책임및참여

조직의지배구조-전략수립, 전사적감독등을책임지는이사회산하위원회포함

이사회의장의임원겸직여부(임원인경우경영진내에서의역할과의장에임명된이유도명시)

이사회가일원화된조직의경우, 이사회에서독립적인또는임원이아닌구성원의수명시

주주와직원이이사회에조언하거나방향을제시하는메커니즘

이사회구성원, 고위관리자, 임원등에대한보상 (부서별구성포함)과조직의성과(사회/환경성과포함)간의관계

이사회내의이해관계충돌을방지하기위한프로세스

경제/환경/사회전략을보조하기위한이사회구성원의자격및전문성기준을결정하는프로세스

경제/환경/사회성과및활동과관련하여내부에서마련한미션/핵심가치진술문, 행동강령및원칙

이사회가경제/환경/사회성과파악및관리를관장하는절차-관련위험요소및기회, 국제적으로합의된표준, 행동강령및원칙준수포함

1.1

1.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4.1

4.2

4.3

4.4

4.5

4.6

4.7

4.8

4.9

8, 36~37,
40~4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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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15

37,107~10
8,110

항목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21

22~26

11

112

16~17

16~17

17

17

32

36~37

61~62

37

37

37

-

-

-

52

-

-

55, 57

55, 57

57

58~60

58~60

63

-

64

69, 74~76

69~79

69~79

69~79

72~73

62

62

61~62

80~81

80~81

●

●

●

●

●

●

●

●

●

●

●

●

●

●

NA

NA

●

○

●

NA

NA

●

●

●

●

●

●

NA

◑

●

●

●

●

●

●

●

●

●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DMA EC

EC1

EC2

EC3

EC4

EC5

EC6

EC7

EC8

EC9

DMA EN

EN1

EN2

EN3

EN4

EN5

EN6

EN7

EN8

EN9

EN10

EN11

EN12

EN13

EN14

EN15

EN16

EN17

EN18

EN19

EN20

이사회자체의성과, 특히경제/환경/사회관련성과를평가하는프로세스

사전예방의원칙과접근방법채택여부및채택방식에대한설명

경제/환경/사회헌장, 원칙등가입하거나지지하고있는외부이니셔티브

협회, 국가별/국제적정책기구멤버십획득현황

참여한이해관계자그룹목록

참여할이해관계자식별및선정기준

참여유형, 이해관계자그룹별참여빈도등이해관계자참여방식현황

이해관계자참여를통해제기되어온핵심주제와관심사, 이에대한대처방식

경제성과지표

경제부문

직접적인경제적가치의창출과배분 (예, 수익, 영업비용, 직원보상, 기부, 지역사회투자, 이익잉여금, 자본비용, 세금등)

기후변화의재무적영향과사업활동에대한위험과기회

연금지원범위

정부보조금수혜실적

주요사업장의현지법정최저임금대비신입사원임금비율

주요사업장의현지조달정책, 관행및비율

주요사업장의현지인우선고용절차및현지출신상급관리자비율

공익을우선한인프라투자및서비스지원활동과효과(지원형태구분포함)

간접적인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이해및설명(영향의범위포함)

환경성과지표

환경부문

중량또는부피기준원료사용량

재생원료이용비율

1차에너지원별직접에너지소비량

1차에너지원별간접에너지소비량

절약과효율성개선으로절감한에너지

에너지효율적이거나재생가능에너지기반제품/서비스공급노력및해당사업을통한에너지감축량

간접에너지절약사업및성과

공급원별총취수량

취수로인하여큰영향을받는용수공급원

재사용및재활용되는용수총량및비율

보호구역및생물다양성가치가높은구역또는주변지역에소유, 임대, 관리하고있는토지의위치및크기

보호구역및생물다양성가치가높은구역내에서의사업활동, 제품, 서비스로인해생물다양성에미치는영향

보호하거나복원해야할서식지

생물다양성관리전략, 현재활동, 미래계획

멸종위기동식물중조직의활동에영향을받는종의수

직·간접온실가스배출량

기타간접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감축노력및성과

오존층파괴물질배출량

Nox, Sox 등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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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83~84

84~85

-

-

83~84

69~87

-

52

58~59

-

90

91

91

96~97

98~99

99

98

97

97~98

99

94

94~95

113~114

91

37

90

102

102

101

101

96

91

91

101

-

90

107

12

●

●

N/A

N/A

●

●

N/A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

●

●

●

최종배출지별총폐수배출량및수질

형태별, 처리방법별폐기물배출량

중대한유해물질유출사고횟수및유출량

바젤협약에명시된폐기물의운송, 반입, 반출, 처리량과해외로반출된폐기물의비율

보고조직의폐수배출로인해영향을받는수역및관련서식지의명칭, 규모, 보호상태및생물다양성가치

제품및서비스의환경영향저감활동과성과

판매된제품및관련포장재의재생비율

환경규제위반건수, 벌금, 처벌

조직운영과물류에사용된제품, 상품, 원료운송의중대한환경적영향

환경보호지출및투자총액

노동성과지표

노동부문

고용유형, 고용계약및지역별인력현황

나이, 성별, 지역에따른종업원수및이직률

임시직계약직에게는제공되지않고상근직에게만제공되는혜택

단체교섭적용대상직원비율

중요한사업변동사향에대한최소통보기간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대표하는직원대표의비율

부상, 직업병, 결근률과업무관련재해건수(지역별)

심각한전염성질병에관해종업원과그가족, 지역사회구성원들을돕기위한교육, 훈련, 상담, 예방, 위험관리프로그램

노동조합과의정식협약대상인보건및안전사항

직원유형별 1인당연평균교육시간

지속적인고용가능성및경력관리를지원하는기술개발및평생교육을위한프로그램

정기성과평가및경력개발심사를받은직원비율

이사회및직원의구성현황 (성, 연령, 소수계층등다양성지표기준)

직원유형별남녀의평균임금비율

인권성과지표

인권부문

인권조항을포함하거나인권심사를통과한주요투자계약건수및비율

인권심사를받은주요공급자나협력사의비율

인권관련정책및절차에대한직원교육시간수

차별건수및관련조치

결사및단체협상의자유가심각하게침해될소지가있다고판단된업무분야및해당권리를보장하기위한조치

아동노동발생위험이높은사업분야및아동노동근절을위한조치

강제노동발생위험이높은사업분야및강제노동근절을위한조치

인권관련정책및절차에대해훈련받은보안인력의비율

원주민권리침해건수및관련조치

사회성과지표

사회부문

업무활동의시작, 운영, 종료단계에서지역사회영향을평가하고관리하는프로그램의특성, 범위및실효성

부패위험이분석된사업단위의수및비율

EN21

EN22

EN23

EN24

EN25

EN26

EN27

EN28

EN29

EN30

DMA LA

LA1

LA2

LA3

LA4

LA5

LA6

LA7

LA8

LA9

LA10

LA11

LA12

LA13

LA14

DMA HR

HR1

HR2

HR3

HR4

HR5

HR6

HR7

HR8

HR9

DMA SO

SO1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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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7

항목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95

12

16

12

106

106

90

48~49

48~49

-

-

-

-

12

45

●

●

●

●

●

●

●

●

●

N/A

N/A

●

N/A

N/A

●

●

17,43~44,
103~104

반부패정책및절차에대한교육을받은직원비율

부패사건에대한조치

공공정책에대한입장, 공공정책수립및로비활동참여

정당, 정치인및관련기관에대한국가별현금/현물기부총액

부당경쟁행위및독점행위에대한법적조치건수및그결과

법규위반에대한처벌과관련한벌금과제재건수

제품성과지표

제품부문

개선을목적으로제품및서비스의건강및안전영향을평가한전과정상의단계, 주요제품및서비스의해당평가실시비율

제품및서비스의전과정상에서고객의건강과안전영향관련규제및자발적규칙위반건수(결과유형별)

절차상필요한제품및서비스정보유형, 그러한정보요건에해당되는주요제품및서비스의비율

제품및서비스정보와라벨링관련규제위반사례의횟수와형태

고객만족도설문조사의결과를포함한고객만족과관련된절차

광고, 판촉, 후원등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관련된법, 표준, 자발적규칙준수프로그램

광고, 판촉, 후원등마케팅커뮤니케이션에관한규제위반사례의횟수와형태

고객개인정보보호위반및고객데이터분실과관련하여제기된불만건수

제품및서비스공급에관한법률및규제위반으로부과된벌금액수

SO3

SO4

SO5

SO6

SO7

SO8

DMA PR

PR1

PR2

PR3

PR4

PR5

PR6

PR7

PR8

P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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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대한설명

항목 지표내용 설명보고수준

N/A

N/A

N/A

N/A

N/A

○

N/A

N/A

N/A

N/A

N/A

N/A

○

N/A

N/A

N/A

N/A

N/A

합작회사, 자회사, 임대시설, 외주업무등기간별또는조직간비교가

능성에큰영향을줄수있는객체에대한보고기준

이전보고서에제시된정보의재기술로인한효과및재기술사유에대

한설명

이전보고기간대비보고서의범위, 경계또는측정방식상의큰변화

주요사업장의현지조달정책, 관행및비율

주요사업장의현지인우선고용절차및현지출신상급관리자비율

간접적인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이해및설명(영향의범위포함)

중량또는부피기준원료사용량

재생원료이용비율

취수로인하여큰영향을받는용수공급원

중대한유해물질유출사고횟수및유출량

바젤협약에명시된폐기물의운송, 반입, 반출, 처리량과해외로반출

된폐기물의비율

판매된제품및관련포장재의재생비율

환경보호지출및투자총액

원주민권리침해건수및관련조치

절차상필요한제품및서비스정보유형, 그러한정보요건에해당되는

주요제품및서비스의비율

제품및서비스정보와라벨링관련규제위반사례의횟수와형태

광고, 판촉, 후원등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관련된법, 표준, 자발적규

칙준수프로그램

광고, 판촉, 후원등마케팅커뮤니케이션에관한

규제위반사례의횟수와형태

조직에영향을미치는객체가없으므로해당사항없습니다

첫번째보고서이므로해당사항없습니다

첫번째보고서이므로해당사항없습니다

서울시에서만사업을운영하므로해당사항없습니다

서울시에서만사업을운영하므로해당사항없습니다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등의사업장에서발생하

는각종서울시세외수입(임대료, 사용료, 광고료등) 증대활동은

물론일자리창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향후구체적인

간접적인경제적파급효과를제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원료를사용하지않습니다

업무특성상재생원료를사용하지않습니다

취수로인해큰영향을받는용수는없습니다

중대한유해물질유출사고는없습니다

해외로반출된폐기물은없습니다

업무특성상제품판매및포장재는사용하지않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시립승화원등일부사업장의경우환경보

호를위한지출/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나, 예산편성및집행구

조상정확한투자금액산정의어려움이있어향후구체적인투자

금액을산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해외사업장이없으므로해당사항없습니다

업무특성상절차상필요한정보유형및요건에해당하는서비

스는없습니다

업무특성상서비스정보및라벨링규제에는해당사항없습니다

업무특성상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는관련없습니다

업무특성상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는관련없습니다

3.8

3.10

3.11

EC6

EC7

EC9

EN1

EN2

EN9

EN23

EN24

EN27

EN30

HR9

PR3

PR4

PR6

P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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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설공단임직원행동강령

서울특별시시설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조에따라서울특별시시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의

임직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의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강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의 장(이하

“이사장”이라한다) 및그임직원을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개인으로본다)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

한개인또는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

받는개인또는단체

라. 공단과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또는불행사로금전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는개인또는단체

바. 정책·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

개인또는단체

사. 그 밖에이사장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

는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임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

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임직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임직원을말한다.

가. 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

속부서임직원

다. 사무를위임위탁하는경우그사무의위임위탁을받는임직원

라. 그밖에이사장이정하는임직원

4.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

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제공되는물품또는유가증권, 숙박권, 회원

권, 입장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

는것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강령은공단소속임직원에게적용한다.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기본자세】

①임직원의직무수행기본자세는다음각호와같다.

1. 부여된업무처리및상급자보고등에정직하여야한다.

2. 업무는어느누구에도편파적이지않도록공정하게처리하여야한다.

3. 지연·혈연·학연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어서는아니된다.

4. 업무수행중에접촉하는직원이나시민을존중하고편견없이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타업무에우선하여신속하고친절하게처리하여야한다.

6. 시민의인권과정의를실현하는데앞장서야한다.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또는성희롱, 음주운전등사회적책임이따르는법규위반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

정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

3. 근무시간중음주행위, 업무와관련없는인터넷이용, 불필요한출장및

무단외출등직무수행의능률을저하시킬수있는행위

③임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시민고객의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노

력해야한다.

제5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등에대한처리】

①임직원은하급자에게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법령이나규정에위

반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상급자로부터제1항을위반하는지시를받은임직원은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 제28

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

관”이라한다)과별지제2호서식에의거상담할수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

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이사장에

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

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이사장에게

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⑤ 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이사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변

제정 2004. 12 .08 규정제487호

개정 2006. 06 .09 규정제562호

2007. 06 .29 규정제591호

전부개정 2009. 05 .06 규정제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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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

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6조【이해관계직무의회피】

①임직원은본인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

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확인·발급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본인, 본인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금전

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2. 4촌 이내의친족(「민법」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이 직

무관련자인경우

3. 본인이 2년 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

자인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그권한의범위에서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

정하고이사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재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7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

연·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①임직원은출장비, 업무추진비등업무수행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

로사용하여공단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② 임직원은소속부서직원이외의자에대한경조사비지출시는업무와의

관련성을명시하여야한다.

제9조【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부당한청탁을받은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에의거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0조【인사청탁등의금지】

①임직원은 본인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임직원의임용·승진·전보등인사에부

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제11조【 투명한회계관리】임직원은관련법령과일반적으로인정된회

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

야한다.

제3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12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본인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13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14조【알선·청탁등의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또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

와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공직자에게소개하여서는아니

된다.

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알게된미공개정보를이용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여이익

을얻거나타인에게부당하게이익을얻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제16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임직원은 공단 예산을 목적

외로사용하거나관용차량등공용물과예산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

일리지·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아니된다.

제17조【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①임직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향응(이하“금품등”

이라한다)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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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부득이한경우에통상적인관례의범위(1인당

3만원한도)에서제공되는음식물또는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

공하는교통숙박또는음식물

4.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5. 질병·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임직원을돕기위하여공개적으

로제공되는금품등

6. 그밖에원활한직무수행등을위하여이사장이허용하는범위에서제공

되는금품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통상적인관례의범위에서제공되는소액(3만원한도)의선물

3. 직원상조회등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

하는금품등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그 금품 또는 제21조

제2항또는제23조제3항의기준을초과한금품등을제공자에게즉시반

환하거나클린신고센터에신고해야한다. 다만, 즉시반환또는신고가불

가능한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신고해야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

해인사상또는포상등의우대조치를할수있다.

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

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8조【 배우자등의금품등수수제한】임직원은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제17조에따라수령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

야한다.

제19조【금품등을주는행위의제한】

①임직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금품등을제공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

서정한경우는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

인등에게금품등을제공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경우는제외한다.

제20조【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①임직원은공단에서시행하는입찰, 계약및계약이행등에있어서관계법

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업무를수행해야한다.

② 임직원은제1항의입찰, 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거래상의우월적인지

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등부당한요구를해서는아니된다.

제4장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제21조【외부강의·회의등의신고】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

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이사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외부강의등참석일현재또는최근 3년이내담당업무와관련하여사설

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강의 내

용·대상·대가, 업무에미치는영향등에대해공단행동강령책임관에

게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2. 시정 및 공단홍보를위한외부강의등은강의횟수·시간및대가의규

모에관계없이매강의개시 3일전까지다음각목의규정에따라신고

해야하며, 신고를받은소속부서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적정여부를

검토할수있다.

가. 4급이하임직원은소속부서의장에게신고(실장, 팀장, 단장)

나. 3급이상임직원은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

②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금전의차용금지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

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

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금융기관

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것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

려는임직원은별지제5호서식에의거이사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23조【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

①임직원은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을위하여솔선수범하여야한다.

② 임직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대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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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단체의소속직원에대한통지

3. 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통신망등을통한통지

4. 신문, 방송을통한통지

5. 임직원본인이소속된종교단체·친목단체등의회원에대한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

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임직원과친족간에주고받는경조사관련금품등

2. 임직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

칙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공되는경조사관련금품등

3. 그밖에이사장이정하는경조사관련금품등

제5장인지된부정행위에대한신고및조치

제24조【위반여부에대한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② 이사장은제1항에따른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용전화상

담실설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25조【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①누구든지임직원이이강령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즉시별

지제6호서식또는전화나전자메일등을이용하여행동강령책임관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신고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 해당임직

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서울

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거나전보,

승진등인사상우대조치를할수있다.

⑤ 임직원이사법기관또는감사원등외부기관으로부터조사를받거나구금

이되었을경우에는본인또는부서장은지체없이행동강령책임관에게보

고해야한다.

제26조【신고인의신분보장】

①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

록하여야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

는국민권익위원회에보호조치및불이익의구제등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이사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그에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에 따른신고로본인의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그신고인에대한

징계처분등을함에있어서는이를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

한다.

제27조【징계】

①이사장은이강령에위반된행위를한임직원에대하여는징계등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

만, 제26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수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이 자진신고 시에는 정

상을참작하여처분양정을감경할수있다.

제28조【금지된금품등의처리】

①이강령에위반하여금품등을받은임직원은제공자에게그기준을초과

한부분이나받는것이금지된금품등을즉시반환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

을이사장에게청구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사정이있을때에는즉시이사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

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의하여처리할수있다.

1. 부패·변질등으로경제적가치가없는금품등은폐기처분

2. 부패·변질등으로경제적가치가훼손될우려가있는금품등은사회복

지시설또는공익단체등에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경우로써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를제외하고는사회복지시설또는공익단체등에기증

4. 그밖에이사장이정하는기준

④행동강령책임관은제3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8호 서

식에의거제공자및제공받은자, 제공받은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등

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

보하여야한다. 다만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통보하지아니

할수있다.

제6장보칙

제29조【교육】

①이사장은임직원에대하여이강령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ㆍ시행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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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

는신규임용시교육을하여야한다.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①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

으로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강령의교육상담에관한사항(상담기록은별지제9호서식에의거작성

관리)

2. 강령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 강령위반행위의신고접수조사처리및신고인보호에관한사항

4. 그밖에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해서는아니된다.

제31조【윤리운영위원회의설치】

①이사장은단체의성격·규모등을참작하여윤리경영의원활한추진과정

착및강령의원활한이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윤리운영위원회를설

치하여운영할수있다.

② 윤리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한다.

1. 윤리경영추진에관한중요정책결정

2. 윤리경영관련규정의제정및개정

3. 윤리경영관련중요규정에대한유권해석

4. 임직원의강령실천에관한사항

5. 기타윤리경영실천·강령의운영및이행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운영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는윤리운영위원회가수행할수있다.

④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준수여부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외에도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수시점검을실시할수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

여야한다.

제33조【 포상】이사장은강령의이행및발전에기여한임직원에대하

여는인사우대나포상등을실시할수있다.

제34조【 행동강령의운영】이사장은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세부

사항을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강령은공포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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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단체가입현황

서울시설공단은원활한사업수행을위해각종협회및단체에가입함으로써유기적인업무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열관리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사)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능률협회

(사)한국감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사)대한영양사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도로교통협회

전국월드컵경기장발전협의회

전국특·광역시시설공단협의회

한국실업볼링연맹

대한산업안전협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근3개년도수상현황

최근 3개년동안서울시설공단은여러부문에서경영성과를인정받아대통령기관표창등다수의표창을받았습니다. 앞으로도공단은시민고객으로부터사랑과신뢰를받을

수있도록전임직원이더욱합심하여노력할것입니다.

주관 수상(훈격) 공적 일자

표창

가치경영부문대상

표창

대상

최우수상

1사1촌상

최우수상

대통령단체표창

노동부장관상

표창

2006년경영평가우수기관

2007 대한민국프런티어경영대상

2007년경영평가우수기관

제6회 2008 대한민국서비스만족대상

2008 민관협력우수사례공모대회

1사1촌상

2008 투자출연기관청렴시책평가

도로건설기술개발

2009 노사문화우수기업

농림수산식품산업발전에이바지

‘07. 1.29

‘07. 2.15

‘08. 1.29

‘08. 4.29

‘08. 7.16

‘08. 8.22

‘09. 2.25

‘09. 7. 7

‘09. 7. 9

‘09. 12. 31

행정자치부

한국일보

행정자치부

한국일보

행정안전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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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공동구

전선, 수도관, 가스관, 전화케이블따위를함께수용하는지하터널

IPTV

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여제공되는양방향텔레비전서비스

집수정

두개이상의수원(水源)이나못, 우물로부터물을모아하류로보내

는큰우물

TRS(Trunked Radio System)

디지털무선통신망

BSC(Balanced Score Card)

조직의사명과전략을측정하고관리가가능한측정지표로바꾸어주

는기업의전략관리성과평가시스템

6-시그마

기업에서전략적으로완벽에가까운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고제

공하려는목적으로정립된품질경영기법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술과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

비를회수하는사업을영위하는기업

호안

유수에의한침식을방지하기위하여비탈면에시설하는공작물

점적관수

파이프나호스로물을끌어올려농작물이필요로하는양만큼의물

과양분을작물의뿌리에물방울형태로농작물을재배하는방법

QC밸브

조경관수시스템의일종

Bio-top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을 높

이거나특정한생물종의서식조건을개선하기위하여조성하는생물

서식공간(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전과정(Life Cycle) 혹은전과정평가(LCA)

원료구매, 제조,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사용되거나 발생

하는원자재, 에너지, 오염물질등의환경적영향을분석하는방법

DNA 필터

벤조피렌 등 PAHs계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필터로, DNA의 구조를

이용하여미세발암물질을선택적으로흡착함

석유환산톤(TOE : Ton of Oil Equivalent)

석유 1톤이연소할때발생하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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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에참여하신분들

이사장우시언

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TFT

이해관계자참여 : 외부전문가

최종태위원장(노사정서울모델위원회)

정창무교수 (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

위원장 : 박행구

간사

안찬

작성자문

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

총괄반

한우희

조윤모

주혜정

석승희

경제분과

유정호

이은준

환경분과

조성훈

김지원

임영성

사회분과

하윤선

이승철

라용묵

유흥선

천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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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서울시설공단과어떤관계입니까?

시민고객 NGO 협력업체 임직원

정부(서울시) 학계 언론인 기타(                   )

2. 서울시설공단의2009년지속가능성보고서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모르겠음

3. 귀하의관심영역은어디입니까?(중복응답가능)

이해관계자참여 위기관리 성과데이터 지속가능경영

경영전략 경영성과 환경성과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직원 안전/보건 상생협력

기업윤리 지역사회 사회공헌 기타(              )

4. 본보고서에서가장만족스러웠던내용은무엇입니까? (중복체크가능)

CEO메시지 Introduction With Economy With Citizen Customer

With Environment With Societ 기타(                   )

5. 서울시설공단지속가능성보고서에바라는점이나보완되었으면하는점이있으시면, 자유롭게적어주십시오.

이해관계자의견설문

주소 서울특별시성동구청계천로540 (마장동527-6) 서울시설공단기획경영실

전화 02-2290-6114

독자의견설문지

서울시설공단2009년지속가능성보고서‘With U’에대한의견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향후더나은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에여러분의의견을적극반영하겠습니다.

절
취
선

이 름 : 

연락처 : 

소 속 : 

e-mail : 

* 익명을원하시는분은설문에만응답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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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에 게 봉 사 하 는 공 기 업 서 울 시 설 공 단

CEO메시지

기업소개

2009년하이라이트

이해관계자참여

2009년지속가능경영이슈분석

지배구조

위기관리

지속가능경영체계

경영비전및전략

경영혁신

주요경영성과

시민고객과함께가꾸는서울의시설

시민고객의만족도제고

사회적서비스

시민고객의보건및안전관리

환경목표

녹색성장을위한공단의진로 : 환경경영전략

온실가스저감

자원절약및재활용(폐기물자원화)

환경가치보존

사회책임목표

직원만족및노사협력

상생협력

사회적서비스

나눔경영및사회공헌활동

제3자검증보고서

GRI Index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협회등단체가입현황

최근 3개년도수상현황

용어해설

이해관계자의견설문

With U
서울시설공단지속가능성보고서의명칭인‘With U’는‘With Urban sustainability’의약어로서지속가능한녹색도시서울을

지향하는 서울시설공단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With U는“당신과 함께 (With You)”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비롯한여러이해관계자와함께하고자하는서울시설공단의바램을의미합니다.  

0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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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With Environment

05 With Society 

06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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