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캐빈 및 기타자재를 직접 검수하고 설치과정 협의를 통해 안전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 기간 : 2019. 4. 6. ~ 4. 12.(5박 7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스위스, 오스트리아(도펠마이어)
○ 여행자 인적사항 : 행정5급 최영목, 행정7급 진정희
Ⅱ. 세부일정
월 일
(요일)

국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 인천국제공항 출발

4월6일
(토)

대한민국
스위스

․ Zurich 공항 도착
․ 오스트리아(Bregenz) 이동

4월7일
(일)

오스트리아

ISCHGL

․ ISCHGL 견학
․ 시설 및 운영 관리방안 견학
․ 본사미팅 : 프로젝트 기술 협의

4월8일
(월)

오스트리아
(Wolfurt)

도펠마이어 본사

(질의 및 토론)
․ 공장견학 : 제작공장 검수
※ 스테이션 기계장치, 캐빈 등

4월9일
(화)

4월10일
(수)

스위스
(Romanshorn)

스위스

로프공장
(FATZER)
CRESTA

Pilatus
캐빈공장
(CWA)

․ 와이어 로프 제작부서 담당자 미팅
․ 와이어 로프 제작공장 검수
․ CRESTA 견학

․ Pilatus 견학
․ 캐빈 제작부서 담당자 미팅
․ 캐빈 공장검수

월 일
(요일)

국가

방문기관

4월11일
(목)

스위스

Titlis

4월12일
(금)

스위스
대한민국

업무수행내용
․ Titlis 견학
․ Zurich 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Ⅲ. 출장내용
1. 로프웨이 시설 및 운영방안 견학
1) ISCHGL (2019. 4. 7.)
○ 세부내용
- 스위스 국경을 가로지르는 알프스 최대 규모의 스키장(4,518피트)
- 하부정류장의 운영 및 내부 시스템 점검
. 2013년~2014년 2년간 공사, 31대 운행중
. 현지 여건상 08:30부터 17:00까지 운영
. 곤돌라 정비를 위하여 창고 시설 및 전기, 통신시설 운영체계 견학
· 구동부의 롤러 작동시 전기생산으로 시트에 히트 작동
- 운행 중 곤돌라 내부구조
. 도펠마이어에서 납품한 곤돌라(10인승) 설비 견학
- 상부정류장의 시설상태
. 전기실 및 예비전력 준비 상태
. 발생열에 대한 보완체계(인근 레스토랑과 연계)
○ 관련사진

하부정류장 전경

구동부와 곤돌라

출입구 시스템

미니 곤돌라를 이용한 팜플렛 비치

상부정류장 구동 시스템

다양한 루트의 곤돌라와 리프트

2) Pilatus (2019. 4. 10.)
○ 세부내용
- 스위스 휴양도시인 루체른에 위치한 해발 2,132m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시리아 총독인 폰티우스 필라투스에서 유래
- 1956년 3월에 조성되어 1983년 보수하여 재개장
- 산 정상 바로 아래 필라투스 쿨룸호텔 및 벨뷰 호텔이 조성되어 있고
정상부에서 다양한 산악 경관을 즐길 수 있음
○ 관련사진

하부정류장 전경

관계자 시설 안내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 안내판

곤돌라

상부정류장 전경

산 정상에 위치한 호텔시설

3) Titlis (2019. 4. 11.)
○ 세부내용
- Engelberg에 위치한 해발 3,238m의 만년설과 빙하가 있는 산으로
수많은 스키어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옴
- 세계 최초의 대형 회전식 곤돌라 탑승이 가능하며, 정상부에는 다층
구조의 건물에 식당, 쇼핑시설 등을 갖추고 최상층은 주위 경관을 조망
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운영
○ 관련사진

하부정류장 전경

시설 안내판

국기로 디자인한 곤돌라

근무담당자 실명제

대형 회전식 곤돌라

상부정류장 정상부

2. 도펠마이어(Doppelmayr) 본사 업무협의 및 공장 검수
○ 세부내용
- 전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요의 대부분이 스키장이며 그
외 관광, 물자운송 등의 목적으로 설치
- 1937년 관광업으로 성장하여 1953년 수출 시작
- 도펠마이어는 모든 시설의 부품을 자체 생산함
- 본사 업무협의
.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협의 : 납품 자재인 곤돌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 리스크에 대한 보완책 및 협업 : 전체 시스템 모니터링, 오류 대비 도식화
. 준공이후 직원에 대한 곤돌라 운영에 대한 교육 : 기본·심화과정
. 향후 오퍼레이터 운영에 관한 설명 및 시스템 오류 조치방안
- 공장점검(※내부시설 촬영 금지)
. 곤돌라 설치 자재 제작과정 점검
. 기술자의 교육(예비기술자의 훈련)
. 세부 자재에 대한 생산작업(1일 3교대)
.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실 운영

. 작업시 작업자을 위한 편리성 제공(작업발판 등), 우수한 청결상태
- 자재검수 : 드라이브 스테이션, 구동부, 구동 및 반전 활차, 그립 등
○ 관련사진

3. FATZER(로프공장) 방문
○ 세부내용
- 곤돌라와 케이블과의 연계성
. 곤돌라의 규격 및 특성에 따라 케이블 반영
- 케이블 제작과정

. 소선 및 스탠트 제작과정과 특수 케이블에 대한 설명
- 케이블 연장에 따른 위험성
. 케이블 연장 시현 동영상과 연결시 위험성에 대한 교육
- 자재검수
. 임진각 현장에 납품되는 와이어(45mm) 현장검수
. 곤돌라 케이블 제작시설 및 과정
. 설치시 안전사항 및 작업자의 주의사항
- CRESTA 방문
․ 와이어를 이용해 출렁다리 건설(지형특성에 맞는 맞춤 제작)
○ 관련사진

4. CWA(캐빈공장) 방문
○ 세부내용
- 특화된 기술력으로 캐빈, 산악열차 등 생산하며 스키장 설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물자운송, 교통수단, 관광 등 설치목적에 따라 맞춤제작
- 본 사업의 캐빈은 OMEGA-Ⅳ 10인승
- 주요 골격은 특수 알루미늄으로 제작
- 창문 : 플라스틱 계열(낙서방지를 위한 보완설치)
- 하부구조 : 일반 바닥재 및 플라스틱(크리스탈)으로 제작
- 전시장 운영하여 다양한 캐빈 관람 가능
○ 관련사진

Ⅳ. 출장결과
○ 시사점
-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지역의 특성상 케이블카를
이용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건축하였으며, 아름
다운 자연경관을 관망할 수 있도록 관광입지를 선정하여 유인요인을
곳곳에 배치
- 식당과 쇼핑시설을 구비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 지형특성에 맞는
스포츠를 통해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산악자원을 이용해 산악관광을 주요산업으로 활성화
- 각 자재제작 공장을 견학한 결과 흔히 아는 작업공장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각 작업장의 청결·정리상태가 매우 뛰어나고, 철저한 분업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로 운영
- 도펠마이어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임진각 현장의 자재 검수 및
설치·운영과정을 세분화하여 논의하고 품질과 안전에 최우선할 것을 당부
Ⅴ. 첨부자료
○ 항공운임 증명서(별도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