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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2015
(2016. 1. )

통보

제 목 공영주차장 위 수탁관리계약 업무범위 불명확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

례」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에 의하여 총 8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권역

별로 3개 수탁업체(강남 제1,제2권역:♯♯♯♯♯♯, 강북 제1,제2권역:♤♤♤♤♤, 강북

제3권역:♧♧♧)와 ‘시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13.10.25)하여 공영주차

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

[표1] 시영주차장 민간 위탁 현황

시영주차장 수탁자 권역별 구분 위탁기간

♯♯♯♯♯♯ 강남권
제1권역, 제2권역

(개봉역 주차장 등 49개소)

2013.11.1.~

2016.10.31.

♤♤♤♤♤

강북권

제1권역, 제2권역 (동대문입구역

주차장 등 24개소)

2013.11.1.~

2016.10.31.

♧♧♧♧ 제3권역(청계1주차장 등 9개소)
2013.11.1.~

2016.10.31.

m ‘시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3조(시설물 유지관리), 제19조(지도·감독) 및

제21조(행정처분)에 따라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보존

할 책임과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 정비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인 서울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계

약 내용 위반 및 지시사항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시정지시, 경고, 계약해지)을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5조(주차장의 표지)에 따라 노상주차

장 관리자는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2 -

m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 2015. 6.1~6.30. 주차장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188건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지적 사

항에 대한 이행 실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규정과 다른 요금 징수, 렌

터카 영업, 차로 바닥 아스팔트 파손 등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m 또한, 수탁자(♯♯♯♯♯♯, ♤♤♤♤♤)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당산노외 주차장 등 4

개소)에서는 [표2]와 같이 주차안내 표지판 미정비, 조명시설 고장 등 시정

사항이 있는데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부실 관리되고 있다.

[표2] 민간위탁 주차장 지적사항

주차장명 시정사항 주차장 수탁자

◌◌◌◌

- 계약서상 월정기권 100,000원, 1회 주차시 5분당

150원이나, 안내표지판에는 월정기권 110,000원, 

1회 주차시 10분당 300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 주차장 부스를 외부업체인 ○○○에서 주차장 내

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컴퓨터 2대 설치하여 2

명이 상주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 차로 바닥 아스팔트 파손(1.5m×1.0m)

♯♯♯♯♯♯
◇◇◇◇ - 고장난 조명시설 미 보수상태로 방치

△△△△
- 안내표지판에는 수탁자 표기 오류상태 방치(○○○

카파크로 표기되어 있음) 

♧♧♧♧

- 5분 단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안내 간

판도 10분 단위로 표기되어 있음.

☆☆☆☆ - 주차요금 안내간판 10분단위로 표기되어 있음 ♤♤♤♤

-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제때 시설물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하였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공영주차장 위탁기관인 서울시에서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시설물 유지관리는 위 ‘시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3조(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물의 파손 및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도록 계약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보수하여야 한다는

수탁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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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따라서, ‘시영주차장 위·수탁 관리협약서’ 제13조 ②항의 “시설물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 항목은 위·수탁자 간의 업무 역할(관리 주체, 업무 수행 대상

범위, 책임내용 등)이 모호하여 시설물 관리 책임 전가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실 관리가 되지 않도록 책임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시설물 노후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1차로

수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점검 주기별, 점검 대상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토록 하고,

- 2차로 위탁자(주차계획과)가 1차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미 이행 사항을 보수토록하고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부실관리에 대한 행정처분

(시정지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처리

지침을 마련·시달하고, 엄격하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또한, ‘시영주차장 위 수탁 관리협약서’ 제13조 ②항의 “시설물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 항목은 위 수탁자 간의 업무 역할(관리 주체, 업무 수행 대상 범위,

책임내용 등)이 모호하여 시설물 관리 책임 전가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실 관리가 되지 않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시설물 노후화를 예방

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m 도시교통본부장은

- 위·수탁자간 업무 범위 모호화로 인한 시설물 관리 책임전가와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내용은 주차장 점검주체·점검대상·점검항목

및 점검주기와 상호간 책임의무 역할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재정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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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2015
(2016.1.)

통보

제 목 공영주차장 지목변경 정리 소홀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제공은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5. 9월 현재 노외 주차장 67개소, 노상 주차장 75개소로 총 142개소[표 1]에

대하여, 관리 운영 주체별로 ◇◇◇◇◇◇◇◇ 61개소, ☺☺☺☺ 8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공영주차장 현황     

    

관리 운영자
총 계 노 상 노외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계 142 17,877 74 2,675 68 15,202

◇◇◇◇◇◇◇◇ 61 13,867 16 272 45 13,595

☺☺

소 계 81 4,010 58 2,403 23 1,607

♤♤♤♤ 24 1,263 16 526 8 737

♧♧♧♧ 9 593 9 593 - -

♯♯♯♯ 48 2,154 33 1,284 15 870

- 공영주차장 142개소 중 도로상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 74개소를 제외한 노외주차장

68개소의 지목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노외 주차장 지목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주차장 공원 대지 잡종지 하천 임야 유지 도로 체육
용지 답 확인

불가

계 68 36 2 11 2 6 2 2 1 1 3 2

◇◇◇◇ 45 21 2 9 2 2 2 2 1 2 2

☺☺☺☺ 23 15 2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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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완료되어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용도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m 그런데,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 노외 주차장 68개소

중 36개소는 지목변경 등록하고 32개소(49%)에 대하여는 [표 3]과 같이 지목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3〕노외 공영주차장 지목변경 미조치 실태

(단위: 개소)

구 분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계 서울시설공단 민간위탁

노외주차장 68(100%) 45 23

지목변경 완료 36(53%) 21 15

지목변경 미조치 32(47%) 24 8

m 그 결과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공부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등 주차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도시교통본부장은
 -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하여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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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울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운영처)

2015
(2016.1)

통보

제 목 주차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형상관리 내부통제 소홀

【지적 내용】

m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서울시설공단’이라 한다)은 자동화 공영주차장 26개소에

주차관리시스템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소프트웨어[표 1]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 정기점검, 긴급 장애복구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표 1] 주차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

대상 계약기간
운영프로그램
(GS 인증 SW1))

DB 테이블
프로시져
(DB처리절차

SW)

주요기능

자동화

주차장

(26개소)

2015.1~

2015.12

주차관제모니터

링 21본 파일

199종

(주차관리, 정

기권, 결제,

할인 등)

609본

입,출차 제어, 주차요금

징수, 수입금 관리 등

회계처리, 개인화상

정보 처리

m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 산출물

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

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IT 아웃소싱 운영 매뉴얼’

40쪽(A110.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정의)에 따르면 제도나 정책, 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등이 발생할 때에는 관련 법규 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변경 및 보완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에 따른 소프트웨어 형상관리2)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GS인증(Good Software):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 국제표준에 근거한 품질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효율성, 신뢰성, 유지보수성에 등에 대한 시험 
2)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방법으로 소프트웨어 형상 식별, 변경 관
리 및 통제, 버전 및 배포 관리, 감사 및 보고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관리 매뉴얼(소프트웨어 공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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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에 따른 형상관리를 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개발 품질관리 매뉴얼’

(18쪽~19쪽,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소스코드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엄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주차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형상 항목 변경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과 처리결과 확인 및 기록·보고통제를 통하여 절차 누락,

계산 오류, 허위 입력 등을 통제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 최종 버전의 소프

트웨어 백업 본을 관리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 및 업무 중단 방지의 업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서울시설공단(교통시설운영처)에서는 제조사 별 주차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실행화일[표 2]이 최초 생성일자 대비하여 ◎◎◎은 7개가 변경되었고, ★★★★은

9개 실행화일의 변경사항이 있었는데도, 변경내역을 기록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관리 프로그램의 최종 버전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표 2] 주차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실행화일 목록

개발보급사 실행화일명 최초 만든일자 최종 변경일자

◎◎◎

◍◍◍.exe 2009-05-18 2015-07-31
◍◍◍.exe 2009-05-18 2015-07-31
◍◍◍PcuApp.exe 2009-05-18 2015-07-31
◍◍◍_v1.00.exe 2009-05-18 2015-07-31
◍◍◍_v1.00.exe 2009-05-18 2015-07-31
◍◍◍.exe 2009-05-18 2015-07-31

◍◍◍_v2.00.exe 2009-05-18 2015-07-31

★★★★

◍◍◍kFeePro_Lpr 2013.06.01 2015.02.17
◍◍◍ineServerAKC 2013.06.01 2015.06.29
◍◍◍ditCardServerAKC 2013.06.01 2015.07.09
◍◍◍ditPayment_Viewer 2013.06.01 2013.07.04
◍◍◍2004 2013.06.01 2015.06.29

◍◍◍ 2013.06.01 2015.04.02
◍◍◍_Viewer 2013.06.01 2015.03.27
◍◍◍Report 2013.06.01 2013.04.01
◍◍◍klyServer 2013.06.01 2015.03.24

♣♣♣♣

◍◍◍t.exe 2010-04-24 -
◍◍◍ector Combase.exe 2012-03-02 -

◍◍◍d Tese,exe 2010-09-14 -
◍◍◍minal Combase.exe 2013-03-27 -
◍◍◍ main .exe 201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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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 1 ~ 9. 31.까지 공단 공영 주차장의 주차관리시스템 장애조치 건수는

총436건[표 3]이고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 기능 수정은 71건으로 전체

대비 16.3%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부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의존하여 내부 소프트

웨어가 수정·변경되고 있어 ◇◇◇◇◇◇ 주관으로 요구사항 검토, 변경승인, 수정

이력관리, 처리결과 확인 등의 기록관리 없이 소프트웨어가 배포되고 있다.

[표 3] 장애조치 유형별 현황

총건수
설 비 (73.4%) 소프트웨어 (16.3%) 기타(10.3%)

계 부품교체 점검수리 재실행 계 기능수정 데이터이상 PG재설치 일상점검

436 320 142 96 82 71 39 11 21 45

- 또한, 2015. 11. 3.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주차관리프로그램 테이블 및 프로시져 목록에 의하면, 주차관리시스템 구축년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주차관리시스템 DB 테이블이 177개 중 44개가 변

경되었으나 DB관리 시 필요한 표준산출물(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등)은 변경된

사항으로 현행화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다.

- DB 프로시져 항목은 총 609개본 중 67개본(10%)에 대해 주석처리 등 변경사항

을 표본 조사한 결과, DB 처리를 위한 소스코드 변경항목이 1,084건[표 4]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데이터 삭제·추가문은 승인없이 임의적 명령 실행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삭제 또는 요청자, 변경일자, 요청사유 등의 변경이력 통제관리 기재사항이

존재하여야 하나 관련 기록이 없다.

[표 4] 주차관리시스템 DBMS 테이블 및 프로시져 목록

제조업체
테이블변경이력 프로시져변경항목

테이블
건수 변경건수 계 단순설명문 데이터추가문 데이터삭제

◎◎◎◎◎ 177 44 1,084 941 139 4

- 소프트웨어 이상 현상 장애조치와 관련하여서도 차량의 정기권 만료일(2014. 12. 31)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 정기권으로 표시되어 확인한 결과, 만료일이 9050년으로

표시되는 기간계산 오류 결함이 반복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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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서울시설공단에서 2013년도 요금징수 부적정 처리실태 자체감사 결과, 출차시간

단축, 입·출차 등록처리 소홀 등 주차요금 부족 징수 사례(10건)가 있었고, 2014년

직원 주차요금 면제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총 3,945회

부당하게 요금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은 주차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주요 정책 변경 시 변경 내용 확인 소프트웨어 복본 생성과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정기적 원본 대조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 외부 전문가 의견 ▶

- 감독기관(서울시설공단)은 주차관리시스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모든 소프트웨어는 버전(version)관리를 하여야 하고

관리서버에 네트워킹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시는 수정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일시 등이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되는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주차관련 정책 변경, 요금제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새로운 복본을 만들어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컴파일되어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야 함

주차관리시스템이 생성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음.

  ❍ 그 결과,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공영·환승주차장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제도나 정책변경 시 제조사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어

외주 용역업체의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한 요구 적합성과 처리결과 신뢰성에

대한 시험·검증과 잠재적 부정·결함을 걸러내는 내부통제 형상관리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 주차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 및 부정방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요구사항 승인, 변경내용 시험․검증 사항을 기록․관리하시고,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리, 복본보존 및 최종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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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2015
(2016. 1. )

시정요구
주의요구

통보

제 목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업무 및 주차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m 영등포구청(주차문화과,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지하 공영주차장 건

설공사’를 2015.2.10.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2.24. ▣▣▣

(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과 공사감리용역 계약(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한다.)을 맺어 2016.2.26.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기술지원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

m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舊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8장(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제62조, 제63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용역

이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46조에 따라 상주 및 기술

지원기술자 지정신고서와 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

를 제출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2.2 감리용역 기간 및 투입인원’에 따르

면 특급 이상의 건축, 구조, 토질 및 지질,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7개 분야의 기술

지원 비상주감리원(이하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이 수시로 참여하여 상주감리원(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 기술검토 지원 및 인허가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2015.2.26. 제출한 착수계에는 분야별 기술지원

기술자의 인적 사항이 명기되지 않았고, 구조 분야를 제외한 6인 만을 투입하는 것

으로 ‘공사 감리용역 인력투입 계획서’, ‘과업수행 조직표 및 업무분장’이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공사감독자는 착수계를 그대로 접수한 후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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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구조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투입되어야 하는 시기인 2015년 4월~9월 기간

동안 가시설 및 골조공사 기술지원기술자의 현장점검(舊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조 월1회이상 현장 점검) 현황을 확인한 바, 구조분야 기술지원기술자는 1회도 참

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감사중인 ’15.10.17일 현재도 콘크리트 및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나 배치되지 않았음

- 토목분야는 발주청 승인을 받지 않은 기술자인 ◌◌◌(4, 6월 점검)과 ♤♤♤(5,

7, 9월 점검)가 교대로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임의로 기술자를 변경하였고, 공사감독자는 기술지원기

술자배치표 제출과 변경에 따른 승인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

② 기성검사 업무 부적정

m 舊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8조 제11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안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기성검사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발주청에서는 착공이후 현재까지 3회(2015.6.19, 8.3, 9.9)의 기성검사를

하면서 소속직원이 아닌 기술지원기술자를 기성검사자로 임명하여 기성검사 하였으며,

공사감독자는 단 1회도 현장 입회하지 않았고, 2회 기성검사 시는 기술지원기술자

1명만으로 기성검사 하였다.

- 이와 관련 기성검사 내역 등을 검토한 바, 1~3회 기성기간인 2015.8.31.까지의

철골현장세우기 수량은 165ton으로 전체 물량(516ton)대비 31.97%임에도

36.83%를 수행한 것으로, 60%가 진행된 공장도장은 33.02%만 시행한 것으로

기성검사하였음에도 공사감독자는 적정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재무과로 통보하는

등 기성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는 계약문서인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

용서에 따르면 기성 및 준공검사업무는 감리자의 업무로 되어있어, 계약사항이 지침

에 우선하므로 계약서대로 이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공사감독자가 근거로 제시한 과업내용서 별표#2의 업무구분은 舊 ‘책임감리

용역에서의 감리원의 업무’로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舊시공감리용역)으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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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위 용역 과업내용서 ‘3.2 수행절차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의 처리절차표’에 따르면 검사자 임명 및 검사는 발주청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항목에도 위 계약은 ‘시공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2014.5.23.폐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과업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③ 철골 방청도장 업무 품질관리 소홀

m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舊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6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와 중복업무)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업무인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행한 업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 舊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조 제2항 4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는 등 설계용

역계약 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총칙)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

약문서인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설계도면(도면번호 S-701)에 따르면 위 공사장에 반입되어 골조를 형성하는

모든 H형강류에는 공장에서 ‘준 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이하 ‘표면처리’라 한다.)의

표면처리 후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방청도장을 하고, 공사 현장에 반입 후 내화

도료로 2회 도장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시공자는 2015.7.16. 구조물의 기둥을 형성하는 중간파일(H형강) 18.086t을

반입하면서 중간파일은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된다는 사유로 도장하지 않은 채 반입․

시공하는 등 8월19일 까지 총 51.712ton의 중간파일에 대하여 방청도장 없이

반입 후 시공하였으나, 상주기술자는 이를 묵인하였으며,

- 2015.8.14.에는 ‘무기질 아연말 도료’가 아닌 가격이 ㎡당 968원 저렴한 일반적인

방청도료인 ‘광명단’만을 도장한 H형강 27.4ton을 공사 현장에 반입․시공하였음에도

상주기술자는 H형강의 수량만을 확인한 채 적합한 것으로 검측함으로써 [그림 1]

과 같이 8월19일 까지 총 52.789ton의 H형강에 광명단만 도장하고 현장에

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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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철골 도장 및 현장 철골세우기 시공 현황

(공장 방청도장 후 적정 시공) (기둥 부 방청도장 미시행) (광명단으로 시공)

- 위와 관련 도장작업을 수행한 하도급업체인 ◌◌◌◌ 공장장 ♤♤♤의 도장작업

현황 보고(2015.8.25.)와 현장대리인의 지시부, 회의참석자의 면담 등에 의하면

99.88ton의 H형강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것에 대한 검토를 위해 발주청 공사감

독자․설계자․시공자․상주기술자가 합동회의 결과 공사감독자가 당초설계와 달리

시공된 도장작업을 원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공

사감독자는 회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으며 구두 지시한 사항 역시 문서로

구체화 시키지 않았다.

m 그 결과, 설계와 달리 시공한 위 H형강에 대한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 없이 후속

철골세우기 작업을 진행하였고, 약 2개월이 지난 감사일(2015.10.17.) 현재, 철골

세우기 공정률은 99%(10.17. 작업일보 참조)로 본 구조물이 가시설 역할까지 하고

있는 위 공사 현장의 특성(가시설 없이 본구조물이 가시설 역할을 함)상 구조물 철거 시

벽체의 붕괴 우려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철거 후 공장으로 제품을 운반하여 ‘무기

질 아연말 도료’로 재도장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 현장에서는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시공 시 공장도장과 같은 품질을 확보할 수

없어 19.3% (99.88t/전체 516t)의 철골구조물의 도장 내구성이 저하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에도 시공자는 재시공계획 수립 및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상주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역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계획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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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영등포구청장은

- 도장을 미시행한 콘크리트 매립 기둥과 광명단을 사용하여 시공한 보 등의 H형

강에 대한 보완도장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되, 도장하자 및 내구성 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장분야 외부전문가 및 설계자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철골 방청도장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설계와 달리 시공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의 벌점관리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통보)

관련 업체 관련자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
현장대리인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

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하여 보완시공이 필요

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지침에 따른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감독업무

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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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양천구
(도로과)

2015
(2016. 1. )

시정요구,
주의요구,

통보
감액 7,167 1

제 목 건설공사 발생암 처리 및 기술지원감리원 정기점검 부적정

【지적 내용】

m 양천구청(도로과,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4. 5. 7. ▷▷▷▷(대표 ○○○,

이하 ‘건설업자’라 한다)외 2개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2014. 5. 9. ◎◎◎◎ 외

2개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맺어 2016. 1. 20. 준공 예정으로 “○○○○

○○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① 건설공사 발생암 처리 부적정 및 암판정위원회 미개최

m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공사시방서” 토목분야 제1장(총칙) 1-1(공사일반)

1-2(관리 및 행정) 1.11(지중 발굴물 등)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가치 있는 부산물(암석)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위 발주청에 있다.

- 舊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이하 ‘업무지침서’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74호) 제4조 및 제13조, 제38조 규정 등에 따르면 감리원은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3)를 상시 구성·운영하여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암판정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 입시기 등 변동

사항을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4)에 즉시 입력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3) 암판정위원회는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자, 공
사관리관, 책임감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하며,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
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을 첨부하여야 함

4)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http://www.tocycle.com)"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전문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건설공사 설계부터 시공/준공까지의 사토, 순성
토의 발생정보를 발주자 및 민간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토석(토사, 풍화암, 발파암)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는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 토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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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 업무지침서 제6조 및 제8조 규정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품질 안전확보 및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

하고, 감리원은 해당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계약서,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공사시방서” 토목분야 제1장(총칙) 1-3(자재관리) 1(일반사항) 1.6(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및 1.7(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과 제4장(토공사)

4-3(흙깎기 및 터파기) 4-3-2(도로 흙깎기) 3(시공) 3.2(재료의 활용)에 따르면 위

공사 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양질의 발파암 발생 시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내 잡석 등으로의

활용 및 골재 매각 방식 등을 통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위 공사에서 암판정위원회 구성 여부 및 발파암 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책임감리원의 업무소홀로 위 공사 당초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에 풍화암 및 발파암 등 파쇄물량 22,484㎥(풍화암 9,865㎥, 연암 12,619㎥)가

산정되어 있었는데도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5)

건설업자가 작성한 “풍화암 측량성과표(‘14.12.21)” 및 “연암 측량성과표(‘15.1.19)”에

확인자 날인만 하고 암의 물량 및 종류 등을 확정하거나 토석물량 및 반출 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있다가 약 2개월

이상 지난 2015.3.12. [표1]과 같이 풍화암 및 연암의 변경 물량 등을 발

주청에 실정보고6)하여 2015. 3.26.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는 등 암판정위원

회 구성 운영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입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표1] 풍화암 발파암(연암) 물량 및 종류

구분

암물량 (단위 ㎥ / 천원) 발파암의 종류

당초
실정보고
(2015.3.12)

최 종
토 석 정 보
공유시스템
입 력 여 부

측량성과표
(2015.1.19)

품질시험 검사결과(2015.1.27)

암종
암판정위원회
개 최 여 부

암종 결과값

풍화암 9,865
13,441

(증 3,576)

13,919

(증 4,054)
미입력

연암 미개최 연암
압축강 도 : 89.3～98.5N/㎟

탄성파속도 : 3.5～3.6㎞/s
발파암 12,619

6,007

(감 6,612)

5,568

(감 7,051)
미입력

☞ 감사대상기관(양천구청) 제출 자료 등 재구성

5) 2015.10.16. 책임감리원이 감사장에 제출한 풍화암 및 연암에 대한 “검측결과통보서”와 공사관리관, 기술지원감리원(토질및기초기
술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으로 구성된 “암판정의견서(위원회)”는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과의 면담 및 문답결과 현장내 암석
(풍화암･연암)이 모두 외부로 반출된 상태에서 감사기간 중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6) 감리원은 현장내 토사, 풍화암, 연암 등 토석의 종류별 변경 물량 등을 2015.3.12.. 주차장 2015-27호로 발주청에 “연암감소 및 어스앵커 
추가 실정보고” 하였으며 발주청은 2015.3.26. 실정보고에 대하여 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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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 공사에서 발생된 발파암의 종류는 2015.1.20. 토목상주감리원(○○○)

입회하에 시료채취하여 ♤♤♤♤♤(건설기술용역업 ○○-○-○호)에 암석의 품질시

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현장내 잡석으로 활용하거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

용하여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암(압축강도 89.3~98.5N/㎟, 탄성파속

도 3.5~3.6㎞/s)으로 판정(‘15.1.27)되었는데도 책임감리원은 토석정보공유시스

템을 활용한 암석 매각공고 등의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표2]와 같이 당초 설

계시부터 현장 발파암을 유용하도록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반영된 철근콘크리

트공사 잡석깔기 물량 646㎥를 제외한 연암 4,922㎥를 2015. 3.4.부터

2015.3.9.까지 ♡♡♡♡에 무대(無代)로 사토처리하여 암석 매각을 가정7)할

경우 추정금액 약 29백만원(1㎥당 6,000원 추정) 상당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

한 것으로 추정되며,

- 또한 위 공사의 발파암에 대한 사토처리 물량은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철근콘

크리트공사 잡석깔기 물량 646㎥를 제외한 연암 4,922㎥인데도 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발파암 사토처리 직접비 5,341천원 감액)을 하지

않은 채 1차계약분 준공(‘15.8.25)시 ♡♡♡♡로 반출된 발파암 사토처리 공사비

준공금 46,036천원(발파암 사토처리물량 5,568㎥)을 전액 지급하여 발파암 사토처

리 공사비 7,167천원(제경비 포함)을 위 시공자에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2] 발파암 처리 내역

구 분
준공물량

(금액)

사토처리 현장내
잡석 유용
(당초 설계반영)

암석 매각공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실제반출

(금액)
과다지급
(금액)

사토장 반출일자 매각대금

발파암

(연암)

5,568㎥

(46,036천원)

4,922㎥

(40,695천원)

646㎥

(5,341천원)
◈◈◈

2015.3.4.

～ 2015.3.9

무대

(無代)
646㎥ 미공고

☞ 감사대상기관(양천구청) 제출 자료 등 재구성

7) 이번 주차장 건설공사 감사대상 중 한곳인 용산구 “▲▲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11,066㎥는 
당초 수도권매립지로 사토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 중 암석의 품질시험･결과 양질의 발파암(연암, 압축강도 
77.4~96.4N/㎟, 탄성파속도 3.2~3.3㎞/s)으로 확인되어 골재선별파쇄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실정보고(○○▲▲ 제15-109호, ‘15.1.9) 
및 발주청 승인되어 매각대금 66백만원(6,000원/㎥)을 공사비에서 감액처리하는 등 계약체결 이후라도 여건이 변경되거나 불합리
한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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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발주청 공사관리관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물

량 및 반출 입 시기 등 변동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점,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

지 않은 점, 공사 중 발생된 발파암에 대하여 매각여부를 검토하지 않거나 발

파암 사토처리비 정산 착오로 7,167천원이 과다 지급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현장 내 임시 사토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파암이 매

각 될 때까지 터파기 공사를 중지할 수 없었으며, 당초 발파암의 사토장인 ♧

♧♧♧가 적재물량 초과 및 발파암의 절리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반입을 동의하

지 않아 공사기간 내 수시 반입이 가능한 사토장 조사결과 당초 사토장인 △△

△△(14.1㎞)보다 운반거리가 4.4㎞ 단축된 ◈◈◈(9.7㎞)에서 무대(無代)로 가

지고 오면 받겠다고 하여 사토처리비 절감(운반거리 단축)을 위해 최종 사토장으

로 선정 한 후 발파암에 대한 매각 검토없이 사토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

장하고 있다.

m 그러나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및 업무지침서 등에 따르면 감리원은 암반선 노출

즉시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자 등이 포함된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암반선과 암의 물량 및 종류 등을 확정한 후 암판정 결과에 따른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질의 발파암이 발생할 경우 토사나 풍화암 등과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한 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암석 매각 방식 검토 등으로 경제적인 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에 대한 입력･검토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규정에서 정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의

품질시험･검사결과 양질의 발파암(연암)으로 판정(‘15.1.27)된 약 1개월 후

2015.3.4.부터 위 공사에서 발생된 양질의 발파암을 골재선별파쇄업체인

♡♡♡♡에 무대(無代)로 반출할 뿐만 아니라 1차계약분 준공(‘15.8.25)시 발파

암 사토처리비 정산 착오로 7,167천원을 시공자에게 과다지급한 점,

- 또한 이번 감사대상인 건설공사 중 한 곳인 용산구 “○○○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는 당초 수도권매립지로

사토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 중 암석의 품질시험･결과 양질의 발파암

(연암, 압축강도 77.4~96.4N/㎟, 탄성파속도 3.2~3.3㎞/s)으로 확인되어 골재선별

파쇄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실정보고 후 발주청이 승인하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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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66백만원을 공사비에서 감액 처리하는 등 계약체결 이후라도 여건이

변경되거나 불합리한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을 살펴볼 때 발파암의 절리상태 불량 및 현장내 임시 사토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파암이 매각 될 때까지 터파기 공사를 중지할 수 없어 무대(無代)로 사토처

리 하였다는 이들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m 다만 위 책임감리원(♤♤♤)와 공사관리관(○○○)은 공사 중 발생된 토석(토사,

풍화암, 발파암)에 대한 사토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거리 인근 토취장 및 골

재원 등 반입처를 조사하여 토사 및 풍화암은 당초 김포매립지(29.8㎞)에서 운반

거리가 10.2~24㎞ 단축된 양천구 관내 건설현장(목동교) 등 5곳(5.8~19.6㎞)

으로 운반거리 조정 및 물량을 변경하여 약 52,319 천원(순공사비)을 감액하였

으며, 발파암은 당초 ♡♡♡♡에서 운반거리가 4.4㎞ 단축된 ♡♡♡♡로 운반

거리 조정 및 물량을 변경하여 약 67,777천원(순공사비)을 감액하는 등 사토처리비

에서 총 120,096(순공사비)천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② 기술지원감리원 현장 시공상태 정기점검 부적정

m 舊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기술지원감리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

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기술지원감리원 전원이 합동으로 각 1회 이상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 발주청(공사관리관)은 舊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6조, 위 업무지침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그리고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10]

5(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르면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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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근태사항) 수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위 공사의 기술지원감리원 7명(토목,건축,안전,기계,

전기,통신,소방)은 월별 1회 이상 해당분야 기술지원감리원이 시행하여야 하는

현장시공상태 점검을 실제 감리원 투입일부터 2015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현장 시공상태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 반기별 1회 이상 기술지원감리원 전원(토목,건축,안전,기계,전기,통신,소방 등 7명)이

합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현장 시공상태 점검은 2014년 하반기 합동점검의

경우 4명(기계,전기,통신,소방)이 참여하지 않았고 2015년 상반기 합동점검의

경우 3명(전기,통신,소방)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과적으로 토목분야 기술지원감리원을 제외한 건축(2회 미달), 안전(9회 미달), 기계

(3회 미달), 전기(4회 미달), 통신(4회 미달), 소방분야(2회 미달)의 기술지원감리원

들의 현장점검 횟수가 2회이상 부족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그런데도 발주청 공사관리관은 기술지원감리원들이 업무지침서에 따른 현장 시

공상태 점검을 부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감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2] 기술지원감리원 현장시공상태 점검 명세

(2015. 9월 기준)

기술지원기술자 현황 정기점검(월1회/상 하반기) 현황
정기점검 총괄 현황

성명 분야 분야별공정기간
월1회 이상 상 하반기 1회 이상

기준횟수 점검횟수 미달횟수 기준횟수 점검횟수 미달횟수 기준횟수 점검횟수 미달횟수

○ 토 목 4.07~15.12 13 13 0 2 2 0 15 15 0

☆ 건 축 15.05~15.12 4 2 2 2 2 0 6 4 2

☉ 안 전 14.07~15.12 13 4 9 2 2 0 15 6 9

♤ 기 계 15.07~15.12 3 1 2 2 1 1 5 2 3

♧ 전 기 15.07~15.12 3 1 2 2 0 2 5 1 4

◍ 통 신 15.08~15.12 2 0 2 2 0 2 4 0 4

△ 소 방 15.07~15.12 3 3 0 2 0 2 5 3 2

계 41 24 17 14 7 7 55 3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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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월 1회 이상 상･하반기 1회 이상

토목 건축 안전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건축 안전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014년

(7월실착공)

6월 - - - - - - -
7월 ○ - × - - - -
8월 ○ - ○ - - - -
9월 ○ - × - - - -
10월 - - - - - - - ○ ○ ○ × × × ×
11월 ○ - × - - - -
12월 ○ ○ ○ - - - -

2015년　

1월 ○ - × - - - -
2월 ○ - ○ - - - -
3월 ○ - × - - - -
4월 ○ - × - - - -
5월 ○ × ○ - - - -
6월 - - - - - - - ○ ○ ○ ○ × × ×
7월 ○ × × ○ × - ○
8월 ○ ○ × × × × ○
9월 ○ ○ × × ○ × ○

☞ 감사대상기관(양천구청) 제출 자료 재구성 → 참여(○) / 미참여(×) / 해당없음(-)

【조치할 사항】

m 양천구청장은,

[지적사항 “①항” 관련]

- 건설업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발파암에 대한 사토처리 공사비 7,167 천원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14. 2.7. 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74

호)’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감액(금7,167천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앞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암반선 노출 즉시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

기술자 등이 포함된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암반선과 암의 물량 및 종류

등을 확정한 후 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 내 잡석으로 활용하거나 암석 매각을 통해 매각대금을 공사비에서 감액

처리(계약금액 조정)하는 등 예산절감이 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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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②항” 관련]

-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를 2회 이상 미달되게 시행한 분야별 기

술지원감리원과 해당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별표8] 5(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대상 : 감리전문회사 및 기술지원감리원

 적용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 나.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2.16
○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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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구로구청
(도로과)

2015
(2016. 1. )

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 발생암 처리 부적정

【지적 내용】

m 구로구청(도로과,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4.4.22. △△△△외 1개사와 공사계

약을 맺고, 2014.9.23. ♧♧♧♧♧ 외 1개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맺어

2015.12.31. 준공 예정으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하

고 있다.

m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공사시방서” 토목분야 제1장(총칙) 1-1(공사일반)

1-2(관리 및 행정) 1.11(지중 발굴물 등)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가치 있는 부산물(암석)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위 발주청에 있다.

m 舊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이하 ‘업무지침서’라 한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04호)

제5조 및 제94조 규정 등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

위원회8)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암판정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 입시기 등 변동

사항을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9)에 즉시 입력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위 업무지침서 제8조 및 제77조 규정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품질 안전확보 및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계약서,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8) 암판정위원회는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자(건
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자를 말함), 공사감독관, 외부전문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하여야 함.

9)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http://www.tocycle.com)"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전문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건설공사 설계부터 시공/준공까지의 사토, 순성
토의 발생정보를 발주자 및 민간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토석(토사, 풍화암, 발파암)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는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 토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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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사시방서” 토목분야 제1장(총칙) 1-3(자재관리) 1(일반사항) 1.6(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및 1.7(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과 제4장(토공사)

4-3(흙깎기 및 터파기) 4-3-2(도로 흙깎기) 3(시공) 3.2(재료의 활용)에 따르면 위

공사는 암버럭10) 반출량이 많은 공사로 양질의 발파암 발생 시 토사나 풍화

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현장내 잡석 등으로의 활용 및 골재 매각

방식 등을 통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m 한편 위 공사에 반영된 발파암에 대한 물량 및 종류는 2014.10.6.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주관하에 실시한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 결과와 2014.9.16. 공

사관리관 입회하에 시료 채취하여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에 암석의 품질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판정(‘15.10.15)된 결과 [표1]과 같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암 또는 극경암이 당초 10,220㎥에서 4,398㎥ 증가한 14,618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발파암 물량 및 종류

구분

발파암 물량 (단위 ㎥) 발파암 종류

당초(설계)
암판정위원회

암판정 결과

암판정위원회

(2014.10.6)

품질시험 검사 의뢰결과(2014.10.15)

암종 결과값

발파암 10,220
14,618

(증 4,398)
연암 극경암

압 축 강 도 : 293MPa(N/㎟)

탄성파속도 : 5.7㎞/s

☞ 감사대상기관(구로구청) 제출 자료 재구성

m 따라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결과에 따른 토석물량 및 반출 입

시기 등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공사 중 발생한

양질의 발파암을 토사 및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현장내 잡석

으로 활용하거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암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사비

에서 감액처리(계약금액 조정)하는 등 계약체결 이후라도 여건이 변동되거나 불합

리한 설계내용을 수시로 변경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암버럭 : 암석 등을 파쇄하여 발생한 굴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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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위 공사에서 발생된 발파암 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소홀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석물량 및 반출 입 시기 등 변동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암석 매각

공고 등의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발파암 일부(791㎥)만을 선별한 후 당초 외부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된 구조물 기초 잡석과 작업장 콘크리트

포장 하부 잡석에 사용하여 일부 예산을 절감할 뿐 양질의 발파암 14,618㎥

는 2014.9.23.부터 2015.1.19.까지 ◌◌◌◌(골재선별파쇄업체)에 무대(無代)

로 사토처리하여 암석 매각을 가정11)할 경우 추정금액 약 87백만원(1㎥당

6,000원 추정) 상당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m 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와 발주청 공사관리관 ♤♤♤은 토

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물량 및 반출 입 시기 등 변동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점

과 공사 중 발생된 발파암에 대하여 매각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

히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현장내 임시 사토장이 없는 상태에서 암선이 불

규칙하고 토사 등이 섞여 있어 당초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된 구조물

기초 잡석과 작업장 콘크리트 포장 하부 잡석에 한해 선택하여 선별 사용하고

나머지 발파암이 전량 매각 될 때까지 암 반출 중단 등 공사를 중지할 수가

없어 발파암에 대한 매각 검토없이 사토처리비 절감(운반거리 단축)을 위해 당초

사토장인 김포매립지(32.2㎞)보다 운반거리가 22.7㎞ 단축된 ☆☆☆☆에 무대

(無代)로 사토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m 그러나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및 업무지침서 등에 암판정 결과에 따라 토석물량

및 반출 입시기 등 변동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질의 발파암이 발생

할 경우 토사나 풍화암 등과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한 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암석 매각 방식 검토 등으로 경제적인 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에 대한 입력･검토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14.10.6)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품질시험･
검사 결과(‘15.10.15)에서 양질의 발파암(연암･극경암)으로 판정되기 이전인

11) 이번 주차장 건설공사 감사대상 중 한곳인 용산구 “▲▲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11,066㎥는 
당초 수도권매립지로 사토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 중 암석의 품질시험･결과 양질의 발파암(연암, 압축강도 77.4~96.4N/
㎟, 탄성파속도 3.2~3.3㎞/s)으로 확인되어 골재선별파쇄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실정보고(▲▲ 제15-109호, ‘15.1.9) 및 발주청 승인되
어 매각대금 66백만원(6,000원/㎥)을 공사비에서 감액처리하는 등 계약체결 이후라도 여건이 변경되거나 불합리한 설계내용을 변경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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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3.부터 위 공사에서 발생된 양질의 발파암을 골재선별파쇄업체인

☆☆☆☆에 반출하였던 점,

- 또한 이번 감사대상인 건설공사 중 한 곳인 용산구 “○○○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11,066㎥는 당초 수도권매립지로

사토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 중 암석의 품질시험･결과 양질의 발파암

(연암, 압축강도 77.4~96.4N/㎟, 탄성파속도 3.2~3.3㎞/s)으로 확인되어 골재선별

파쇄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실정보고 후 발주청 승인되어 매각대금 66백만원

(6,000원/㎥)을 공사비에서 감액 처리하는 등 계약체결 이후라도 여건이 변경

되거나 불합리한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을 살

펴볼 때 암선이 불규칙하고 토사 등이 섞여있는 발파암이 매각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수 없어 무대(無代)로 사토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은 이유

가 되지 않는다.

m 다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공사관리관은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행하면서 공사 중 발생된 토석(토사, 풍화암, 발파암)에 대한 사토처리비를 절감

하기 위해 단거리 인근 토취장 및 골재원 등 반입처를 조사하여 토사 및 풍화

암은 당초 김포매립지(32.2㎞)에서 운반거리가 10.7~24㎞ 단축된 ♧♧♧ 등

4곳(8.2~21.5㎞)으로 변경하여 약 73,229천원(순공사비)을 감액하였으며 발파

암은 당초 김포매립지(32.2㎞)에서 운반거리가 22.7㎞ 단축된 ◎◎◎으로 변경

하여 약 44,768천원(순공사비)을 감액하는 등 사토처리비에서 총 117,997

천원(순공사비)의 예산을 절감한 점과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실정보

고시 관계부서와의 업무 협의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약 공사비를 절

감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조치할 사항】

m 구로구청장은,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암판정 결과에 따른 토석물량 및 반출 입 시기 등 변동사

항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암

은 현장 내 잡석으로 활용하거나 매각을 통해 매각대금을 공사비에서 감액처리

(계약금액 조정)하는 등 예산절감이 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27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2015
(2016. 1. )

시정요구
주의요구

통보
7,167 1

제 목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가시설 부실시공 및 감독업무 소홀

【지적 내용】

m 동작구청(도로관리과,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

설공사’를 2015.5.12. ♧♧♧♧와 공사계약 체결하고, 2015.6.15.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인 ♤♤♤♤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맺어 2016.1.12.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총칙)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문서

인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제6절 제3호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의 이행 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

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는 舊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52

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

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가 설계도면,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공사감독자는 위 지침 제8조 및 舊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62조,

제63조에 따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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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사 흙막이 시방서 ‘3-4 띠장 및 STRUT(버팀보)’ 공사에 따르면 부재의 이음

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용접 전에 균열을 발생

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녹, 도료, 등을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고, 용접 두께는 용접 모재의 최소 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 공사 가시설 계획평면도(붙임 1)에 따르면 현장시공 콘크리트 주열식

말뚝(CIP)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4개소의 버팀보에는 좌․우측에각 1개씩총

8개의 경사보강재를 설치하여 버팀보를 보강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인 2015.10.15. 감사자와 상주기술자, 현장대리인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바, 지하 2, 3층을 가로질러 설치된 버팀보와 경사보강재를 용접

하면서 [그림 1]고 같이 H-빔의 하면은 용접하지 않고, 상면의 1/2정도만 부재 사

이에 철근을 삽입하여 부실하게 용접, 용접부 균열 발생 방치, 버팀보와 띠장 연결부

볼트 부족 시공 등이 발견되어 전수 조사한 바, 총 18개소의 가시설 이음부가 부실

시공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림 1] 가시설 연결부 부실시공 현황 용접 부적정

(철근삽입하여 상면 1/2만 용접) (철근삽입 및 용접부 균열) (볼트 2개 부족시공)

- 설계도면에 시공하도록 되어있는 8개의 경사보강재 중 4개의 경사보강재가 모

서리 부에 설치되는 버팀보와 겹친다는 사유로 시공하지 않은 채 하부에서 거

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주기술자는

2015.9.10. 위 가시설이 적정 시공된 것으로 검측하였고, 발주청 공사감독

자는 위 사실을 알지 못해 감사일 현재까지 보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 위 18개소는 지적된 후 감사기간인 ’15.10.20.~10.22.간 보수완료 하였음

- 위와 관련 안전감사옴브즈만과 ’15.10.27. 현장 합동 점검 실시 결과, 감사

지적 후 보수한 용접부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시행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

방향 보강재와 띠장의 이음부 주변에서의 띠장 변형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점검이 필요하며, 토압이 집중되는 지하 1층 좌 우측에 설치된 모서

리 보강재에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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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대하여, 상주기술자 ♡♡♡은 현장의 가시설물에 대하여 매주 전문 계측관리

업체의 계측 결과를 통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후, 공사가 진

행되었으며 매일 가시설 등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m 그러나, 위와 같이 용접이 부실할 경우에는 이후 공사과정(11월19일경까지 존치

예정)이나 철거 시 가시설물의 탈락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 질 수도 있는 것으로

현재 이상이 없다하여 안전하다고 장담 할 수 없고, 매일 가시설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용접 대상물 사이에 철근을 삽입한 것이나,

용접부 균열, 경사보강재 누락 등 다수의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

다는 것은 일일 점검자체를 소홀히 하였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동작구청장은

- 舊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제8조에 따라 위 공사장 띠장의 변형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토압이 집중되는

지하 1층 좌․우측에 설치된 모서리 보강재에 경사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 지침에 따른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가시설의 용접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일부 자재를 시공하지 않은 건설업자 및 건

설기술자에게「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의 벌점관리 기

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10 ○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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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부과 대상자

      

책임구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관리기간 조치내용
행위시 현 재

건설기술자 △△△△ 좌동 부장 ○○○ 15.05.18
~현재

벌점 부과
1~2점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건설사

업관리용역업자 및 상주기술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

표 8]의 벌점관리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 벌점 부과 대상자

      

책임구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관리기간 조치내용

행위시 현 재

건설기술자 ♧♧♧♧ 좌동 이사 ◎◎◎ 15.06.17
~현재

벌점 부과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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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가시설 부적정 시공에 대한 조치결과

사진번호 1 위치 지하2~3층 지지 버팀보

지적내용
1단 버팀보 좌굴방지 파일 틈새

및 볼트 불량
조치내용

좌굴방지 파일 틈새 매움 및 볼트

추가 조치

사진번호 2 위치 지하2층 띠장

지적내용 1단 버팀보 스티프너 부족시공 조치내용 스티프너 추가 시공

사진번호 3 위치 지하1층 우측 우각부 버팀보(가장 긴 부재) 우측

지적내용 우측 볼트 1개 및 스티프너 미시공 조치내용 우측 볼트 및 스티프너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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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번호 4 위치 지하1층 우측 우각부 버팀보(중간부재) 우측

지적내용 철근을 삽입하여 용접 및 용접불량 조치내용 모재 재질로 보강용접 조치

사진번호 5 위치 지하1층 우측 우각부 버팀보(내측부재)

지적내용 철근을 삽입하여 용접 조치내용 모재 재질로 보강용접 조치

사진번호 6 위치 지하1층 우측 우각부 버팀보(중간부재) 좌측

지적내용 용접 불량 조치내용 보강용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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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번호 7 위치 지하1층 우측 우각부 버팀보(가장 긴 부재) 좌측

지적내용 용접 불량 조치내용 보강용접 완료

사진번호 8 위치 지하1층 좌측 우각부 버팀보(중간부재)

지적내용 용접 불량 조치내용 보강용접 완료

사진번호 9 위치 지하 1층 좌측 우각부 버팀보(내측)

지적내용 철근을 삽입하여 용접 조치내용 모재 재질로 보강용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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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번호 10 위치 지하 1층 좌측 우각부 브라켓

지적내용

도면에는 ㄱ형강의 앵글브라켓으

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강판 등

으로 부적정 시공(3개소)

조치내용
설계도면에 맞춰 앵글브라켓으로

재시공

사진번호 11 위치 지하 1층 좌측 우각부 버팀보(가장 긴 부재)

지적내용 볼트 2개 부족 시공 조치내용 볼트 추가 시공

사진번호 12 위치 지하 1층 우측 우각부 버팀보(가장 긴 부재 2개)

지적내용
설계도에 따르면 볼트는 8개 시공

하여야 하나 6개만 시공(2개소)
조치내용 볼트 2개 추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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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번호 13 위치 현장 사무실 앞 좌측 1단 버팀보와 경사보강재 연결부

지적내용 철근 삽입하여 상면의 1/2만 용접 조치내용 모재 재질로 틈새 등 보강용접 시행

사진번호 14 위치 현장 사무실 앞 우측 1단 버팀보와 우측 경사보강재 연결부

지적내용
철근 삽입하여 용접 및 용접부 균열

발생
조치내용 모재 재질로 보강용접 시행

사진번호 15 위치 현장 사무실 앞 우측 1단 버팀보 우측 경사보강재와 띠장 연결부

지적내용 철근 삽입 용접 및 용접부족 조치내용 모재 재질로 보강용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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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번호 16 위치 현장 사무실 앞 우측 1단 버팀보 좌측 경사보강재와 띠장 연결부

지적내용 철근 삽입하여 용접 조치내용 모재 재질로 보강용접 시행

사진번호 17 위치 현장 사무실 앞 좌측 1단 버팀보

지적내용
버팀보와 버팀보를 연결하여야 하나

미이행
조치내용 연결 조치 완료

사진번호 18 위치 현장 사무실 앞 우측 1단 버팀보

지적내용
버팀보와 버팀보를 연결하여야 하나

미이행
조치내용 연결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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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용산구청 외 5개
자치구청

2015
(2016. 1. )

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심사 승인 업무 부적정 등

【지적 내용】

m 용산구청 등 6개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등 총 7건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승인) 업무 부적정

m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舊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舊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6조) 및 제98조 내지 제100조(舊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내지 제94조) 舊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59호)

제91조(舊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제50조) 규정 등에 따르면,

m 해당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12)일 경우 건설업자는 건

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13)이 포함된 안

전관리계획(변경 포함)을 수립하여 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검

토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 발주청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에게 그 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통보(승인서 발급)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를 하

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위 공사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승인) 업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발주청에서는 [표2]와 같이 공사 착공신고시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심사(승인)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거나 기준보다 최대

210일에서 최소 25일을 초과하여 승인 처리하는 등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시특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
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
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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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승인) 업무 부적정 명세

공사명 착공일자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승인)

비고
제출일자 승인일자 초과일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4.04.23
‘14.04.29 (최초) 미승인 -

‘14.06.26 (변경) ‘14.08.04 25

○○○○○ 공영 주차장 및
△△△△ 진흥센터 건설공사

‘15.03.16 ‘15.03.16 (최초) ‘15.10.26 210 감사기간 중 승인

○○○○○○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14.05.15
‘14.05.15 (최초) 미승인 -

‘14.08.24 (변경) 미승인 -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14.04.23
‘14.04.23 (최초) 미승인 -

‘14.10.22 (변경) ‘14.10.30 -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14.10.13 ‘14.11.26 (최초) ‘15.01.26 47

○○○○○○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5.02.26 ‘15.02.27 (최초)
‘15.06.03

(보완통보)
82

△△△△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5.05.18 ‘15.05.18 (최초) 미승인 -

☞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등 재구성

m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舊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

조 제3항(舊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302호)’ 제7조 및 제9조 규정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위 공사들에 대한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업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3]과 같이 “○○○○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등 2건의 공사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계약을 체결하

고서도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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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업무 부적정 명세

공사명 건설업자 착공일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확인)

업체명 계약일자 통보일자 승인일자

○○○○○○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 ‘14.05.15 ♠♠♠ ‘14.4.29 미통보 미승인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 ‘14.04.23 ♣♣♣ ‘15.04.27 미통보 미승인

☞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등 재구성

③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업무 부적정

m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舊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0조(舊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내지 제81조), 舊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859호)’ 제86조(舊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제28조) 규정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변경 포함)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이를 7일 이내에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위 공사들에 대한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업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발주청에서는 [표4]와 같이 공사 착공신고시 포함된 품질시험

계획서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거나 감사에 지적되고서야

승인 처리(224일 소요)하는 등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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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업무 부적정 명세

공사명 착공일자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승인)

비고
제출일자 승인일자 초과일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4.04.23
‘14.04.29 (최초) 미승인 -
‘14.06.26 (변경) ‘14.08.04 25

○○○○○ 공영 주차장 및
♤♤♤♤ 진흥센터 건설공사

‘15.03.16 ‘15.03.16 (최초) ‘15.10.26 210
감사기간 중

승인

○○○○○○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14.05.15
‘14.05.15 (최초) 미승인 -
‘14.08.24 (변경) 미승인 -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14.04.23
‘14.04.23 (최초) 미승인 -
‘14.10.22 (변경) ‘14.10.30 -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14.10.13 ‘14.11.26 (최초) ‘15.01.26 47

○○○○○○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5.02.26 ‘15.02.27 (최초)
‘15.06.03

(보완통보)
82

△△△△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5.05.18 ‘15.05.18 (최초) 미승인 -

☞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등 재구성

④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미반영

m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과 제81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하

도급 계약 내역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위 공사들에 대한 하도급 계약시 사회보험료 반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5]과 같이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등 2건의

공사의 경우 4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은 채 불공정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감사기간 중 미 반영된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여 하도급 변경계약이 이행됨.

[표5]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미반영한 하도급 계약 현황

공사명 건설업자
하도급 계약 명세

업체명 공종 계약일 통보일 하도급율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 외
1개사 ○○○ 방수 15.4.29 15.5.28 83.97%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

♥♥♥♥ 철근콘크리트 15.1.15 15.2.11 83.27%

♣♣♣♣ 복공 및
가시설공사 15.1.15 15.2.11 85.09%

◈◈◈◈ 철골구조물공사 15.1.15 15.2.11 94.03%

☞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등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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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용산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양천구청장, 구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은,

-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변경 포함)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리원)의 검토 확인을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m 양천구청장, 구로구청장은,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정기안

전점검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아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m 용산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양천구청장, 구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은,

-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변경 포함)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리원)의 검토 확인을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할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승인하는 등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m 구로구청장은

- 앞으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하도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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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용산구청
(토목과)

2015
(2016. 1. )

시정요구 감액 18,804

제 목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부적정

【지적 내용】

m 용산구청(토목과,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이하 ‘건설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4.4.22. ♤♤♤♤♤ 대표 ○○○(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계약(계약금액 XXX백만원)을 체결하고, 2014.4.29. ♥♥♥ 대표 ◎◎◎(이하 ‘감리자’

라 한다)외 2개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이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한다)

계약(계약금액 XXX백만원)을 맺어 2016.4.11.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2장 예정 가

격 작성요령, 제5절, 제8절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舊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

받고, 신규비목 등은 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검토 확인

하여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위 현장에 반입되어 시공된 스터드볼트의 제조사 제품사양서에

따르면 D16×120㎜ 스터드볼트 1개의 단위중량은 0.229㎏, D16×150㎜는

0.278㎏으로 위 공사에 반영된 D16×120㎜ 스터드볼트 12,476개,

D16×150㎜ 148개의 총중량은 3,043㎏임에도,

- 설계자는 산출근거 없이 스터드볼트 자재 중량을 9,500㎏으로 과다하게 설계내역에

반영하였고, 그대로 계약되어 공사가 진행 중 이었으나,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이를 알지 못 해 감사일 현재(2015.10.16)까지 과다 반영된 6,457kg의

스터드볼트 자재비 4,894천원(제경비 미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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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또한, 공사 중 당초 설계에 없던 매립폐기물(폐토석) 10,315㎥가 발생하여 처리

하면서는 체가름 등의 별도 선별과정 없이 굴삭기(0.7㎥)를 사용하여 상차 후 반

출하였음에도 시공자는 실제 이행한 상차비는 반영하지 않고, 이행하지도 않은 폐

토석 선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2014.9.11. 실정보고 하여 2014.9.15. 승인 받

았으며, 발주청에서 2014.12.4. 그대로 설계변경 함으로써 공사비 8,015천원

(제경비 미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표1] 공사비 과다계상 현황
(단위 : 천원)

공종 단위 규격 단가
계약금액(➀) 재산정금액(➁) 차액

(➀-➁)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9,128 10,324 18,804

폐기물 선별 ㎥ 1.2 10,315 12,873 0 0 12,873

폐기물 상차 ㎥ 폐토석 0.5 0 0 10,315 4,858 -4,858

스터드 ㎏ D16×120L 0.8 9,500 7,201 3,043 2,307 4,894

제경비 식 9,054 3,159 5,895

【조치할 사항】

m 용산구청장은

- 설계서의 오류 등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 물량과 공사 여건 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감액(18,804천원)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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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구로구청
(도로과)

2015
(2016. 1. )

시정요구 감액 23,392

제 목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적 내용】

m 구로구청(도로과,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주택가 공동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3.7.11. ♣♣♣♣ 대표 △△△ 외 2개사와 계약체결(도급

액 XXX백만원)하고,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2014.10.10. ♥♥♥ 대표 ⊙⊙⊙(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계약(도급액 XXX백만원)을

체결하고, 2014.9.23. ♠♠♠♠♠ 대표 ◎◎◎(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라 한다)외 1개사

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도급액 XXX백만원)을 맺어 2016.4.4. 준공 예정으로 공

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8절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舊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77조(공사착수단계 설계서 등 검토

업무)에 따라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고,

- 같은 지침 제93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파악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m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5장 ‘5-5-1 흙막기 및 물막기 가시설’, ‘2. H-빔 설치․철거’

에 따르면 H-Beam 설치품과 철거품은 H-빔의 연결을 위한 구멍뚫기와 볼트조임,

철거를 위한 볼트풀기와 용접부 해체를 포함(철판 등 부자재 제작은 미포함)하는 것

으로 하고 있다.



- 45 -

- 그러나, 위 공사 설계자는 H-빔으로 시공되는 주형보(단면 규격 : H600×W200㎜)의

설치․철거품을 기 반영하였는데도 추가로 H-빔연결을 위한 볼트조임과 구멍뚫기,

철판 등 부자재를 세부 구성요소(일위대가)로 하는 ‘주형보 연결’ 공종을 반영함으로써

H-Beam 연결을 위한 볼트조임과 구멍뚫기 품이 중복 반영되었고, 그대로 계약

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위 공사 설계도면(도면번호 C-014)에 따르면 이어치기 부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PVC지수판은 지하2층 바닥과 벽체의 연결부분 1개소, 지하1층 바닥

슬라브와 벽체부분 1개소, 기타 계단실, 집수정 등의 소규모 구조물에서 추가 1개

소씩 설치되어 609.4m가 필요함에도 설계자는 바닥과 벽체부분의 연결부 3개소에

817m를 시공하는 것으로 과다하게 설계내역에 반영하였고, 그대로 계약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감사일 현재(2015.10.30.)까지 실정 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 시공자가 지하구조물 시공의 어려움을 사유로 설계에 반영된 ‘낙하물 방지망’을

시공하지 않았고, 상부 구조물이 소규모(화장실 등)인 위 구조물의 특성상 지하1층

바닥 데크슬라브의 시공이 완료된 2015.9.16. 이후에는 더 이상 ‘낙하물 방지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감사일 현재(2015.10.30.)까지 낙하물 방지망 2,150㎡ 미시공

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다.

m 그 결과 [표1]과 같이 계약금액 23,392천원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

[표1] 공사비 과다계상 현황
(단위 : 천원)

공종 단위 규격 단가
계약금액(①) 재산정금액(②) 차액

(①-②)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5,860 42,468 23,392

낙하물방지망 설치 ㎡ 3개월 5.5 2,150 11,868 0 0 11,868

PVC지수판 m 200×5t 11 817 8,806 609.4 6,566 2,240

주형보 연결 개소 H600×200 481 49 23,583 0 0 23,583

주형보 연결 부자재 개소 H600×200 427 0 0 49 20,910 -20,910

제경비 식 21,603 14,992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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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구로구청장은

- 설계서의 오류 등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물량과 공사여건 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감액(23,392천원)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47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울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운영처)

2015
(2015.11. )

시정요구

제 목 공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부적정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

리조례」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서울시 공영주차장 61개소

13,867면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이라 한다)에 위탁

(‘14.12.1~’17.11.30)하여 관리하고 있다.

m「주차장법 제6조(주차장 설비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6조(노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및「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 여성우선 주차구획 표시 등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1항 1호 및 제10조

에 따르면 ◇◇◇◇◇◇의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시

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감사기간 중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45개소에 대한

주차구획별 세부 구조･설비기준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1]와 같이 주차구획

13,100면의 12.5%인 1,638면의 주차구획이 기준에 미달(차로넓이 미달:544면, 주차구

획 미달 1,094면)하여 설치되어 있다.

[표1] 주차구획별 구조 설비기준 부적정 현황
(단위 : 면)

총 주차구획
구조·설비기준 부적정

계
차로넓비

미 달

주차구획(차폭) 미달

소계 10cm 미만 10~20cm 20cm 이상

13,100
1,638

(12.5%)

544

(4.2%)

1,094

(8.3%)

923

(7.0%)

131

(1.0%)

40

(0.3%)

☞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등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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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최근 늘어나는 주차장 이용객과 SUV차량 등 2015년 현재 전체 차량

중 중형과 대형 차량의 합산 비율은 85.2%를 차지할 정도로 차량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고, 주차구획 공간이 너무 차량에 비해 협소하여 좁은 공간에 주차 시 

차량 문을 열때 옆차에 부딪혀 손상을 입히는 ‘문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1]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기준 위반 사례

여성우선주차구획 표시 기준 위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 미달

 m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교통시설운영처)에서는 주차구획이 설치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지만, 1984년 8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수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

여 온 점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위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m 따라서, 장애인, 여성운전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차고지 내 ‘문콕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주차장법」등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차구획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차장법 제6조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영주차장 주차단위구획선을

재정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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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운영처)

2015
(2016. 1. )

통보

제 목 공영주차장 CCTV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서울시설공단’이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서’(2014.11.24.)

를 체결하고,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건물식, 

지하층 주차장 및 주차면수 30대 이상인 규모가 큰 37개소 주차장에는 내

부를 감시하는 1,131대의 CCTV를 설치하여 방범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m「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주차장 내 방범설비

설치 세부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88호, 2009.8.24.)’ 제2조(사각지대의 방지), 제5

조(자료보관)에 따라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관리사무

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선명

한 화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1항 1호 및 제10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사무의 범위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m CCTV가 설치된 37개 주차장 현황 분석 결과, 23개(62%) 주차장에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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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시야각도가 좁은 고정형(감시 시야각도 30 ~〫60 범〫위)으로 설치되어 있고,

41만화소의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가 1,031대(전체의 91%)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장 이용자 및 차량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상태이며, 주차장 귀퉁이,

기둥 뒤 등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인하여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 침해, 범죄사고 예방, 사건·사고 원인규명 추적 등 민원해소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녹화영상물 자료 보관은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등 14개소 주차장에서는 1개월 미만인

11~26일(기준에 대비 37%~87%)을 보관하고 있다.

   [표1] 서울시설공단 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CCTV 설치 현황

     

구 분 해상도 기 능 화 각
영상물

보관기간

감시

사각지대

권장 기준
100만 화소

이상
회전형, 고정형 60〬 이상 30일 이상 미 존재

총 시설 1,131대 1,131대 1,131대 37개소 37개소

미달 시설
1,031대

(91%)

고정형(사각지대발생)

851대 (75%)

781대

(69%)

14개소

(38%)

23개소

(62%)

      ☞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등 재구성

m 공영주차장 이용차량(2013년 608만대 → 2014년 616만대 → 2015년 643만대)이

2013년 대비 약 6% 정도 늘어나고 있고, 차량 접촉사고, 차량 훼손 등 36건의 

민원 사항이 CCTV 감시 사각지대에서 일어났으며, 주차대수가 많은 ○○○ 

공영주차장(주차대수 1,430대)에서는 8건(총 사고건수의 22%)의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해상도가 낮아 사물의 식별이 되지

않았으며, 주차장 귀퉁이나 기둥 뒤 등 CCTV감시가 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되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교통시설운영처)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내

에는 CCTV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범설비를 갖추고, 취약지역은 직원

순찰을 강화하여 관리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주차장 내에서 인명피해

등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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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적으로 여성이용자가 많은 주차장, 인적이 드물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 주차장 등을 조사하여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범죄 발생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선량한 주차장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 한편, 2015.9.9. 충남 아산시 소재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주검을 싣고 서울로 올라와 차량에 불을 지른

사건 이후 주차장 이용 시 흉악범죄 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들은 CCTV를 늘려 감시사각지대가 없는 방범 안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출처 : 2015.9.17. ○○○ 인용)

m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라 CCTV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차장 내부 전체를 

감시할 수 있고, 사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상도가 높은 CCTV 방범

설비를 설치·관리하고, 녹화 영상물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m 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주차장 내부 전체를 감시할 수 있고,

사물의 식별이 용이한 해상도가 높은 CCTV 설치·관리 및 녹화 영상물은

1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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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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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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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차관리통합시스템 사이버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등 운영 부적정

【지적 내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서울시설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주차장 이용시

민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화 주차장 26개소에 현장 주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무인주차장 야간 모니터링 및 호출응대를 위해 주차통합센터에 주차통합관제

시스템을 [표 1]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표 1]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운영관리

구 분 시스템 현황

현장

주차관리시스템

입차인식기, 차단기, 경차센서, 사전 정산기, 출구인식기 및 출구 정산

기, 주차관리운영소프트웨어(설비제어, 정기권연동, 요금결제 및 정산

관리, 통합센터 연동)

중앙

주차통합관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 입 출차 차량 영상 저장장치, 보안장비, 현장

원격 감시 및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백업소프트웨어

① 보안장비(가상사설망) 부적정 운영

m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과 교통시설운영처에서는 비인가자에 의한 시스템 불법 침

투, 자료유출 및 변조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망과 내부망 사이에 방화벽,

가상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 기능[그림 1]을 포함한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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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본사와 현장간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m「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

피할 경우 장비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 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하며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주기적으로 보안장비에 대한 접근 통제정책을 점검하여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조치가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하며 통제정책 변경시는 일시, 내용, 대상시스템,

사유, 요청 부서 등이 포함되어 관리 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격 접속시는 보안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한시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에서는 본사 통합관제센터와 주차관리 현장사무소 관리서버

간 암호화 자료전송을 위한 가상사설망(VPN)장비의 환경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개방과 원격접근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업무망 및 서버보안에 위배되게

취약한 인터넷서비스 포트를 허용하고 외부용역 유지보수직원에 대하여 주차장

출동 시간을 줄인다는 사유로 금지된 원격접속을 허용[그림 2]하고 있다.

[그림 2] ◇◇◇◇◇◇ 가상사설망 등 방화벽 정책 운영실태

   
인터넷서비스 개방정책(Any-Any) 위배사례 외부용역직원에 원격접속 보안정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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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접근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보안장비 접근 통제관련 승인사항, 관리대장을

문서화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 보안장비 유지보수업체 등 다수의 외부

용역업체에게 장기간 원격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장 주차장에서는 보안성 검토도 없이 무선랜(wifi)을 무단 설치하여

[그림 3] 중요 주차관리 서버에서도 보안에 취약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이 개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비업무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입된 악성코드 등이 본사 중앙 서버인 주차통합관제시스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그림 3] 무선랜(wifi)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내부통신망장비에 무선랜설치 관리서버USB악성코드감염치료사례

◀ 외부 전문가 의견 ▶

- 주차장관리시스템은 주차관리 로컬서버PC와 정산 관련로컬 DB가 현장 주차장에 존재하고

중앙 서버와 동기화 통신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 차단 등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감염 시 중앙 서버까지 감염될 수 있음.

< 2015. 10. 27. ◇◇◇◇◇◇ 감사 시 ☆☆대학교 ♠♠♠ 교수>

m 그 결과, 고가(高價)의 보안장비인 가상사설망(VPN)을 설치하고도 ◇◇◇◇◇◇

본사 방화벽이 외부에서 원격 접근 시 비인가자가 인증을 우회하여 내부망에 무단

접속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며, 접근통제관련 승인사항, 관리대장이 문서화하여

기록되지 않아 효율적인 통제관리와 사고발생시 추적관리가 어렵고 외부 용역직원

에게 허용된 원격접속 정보가 노출 시에는 내부시스템과 정보보호 장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사이버침해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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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영주차장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미이행

❍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요금 징수 카드결제와 정

기권발행업무 및 주차요금 할인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차종, 카드번호, 장애등급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정기권 회원은

12,615명이 등록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25조(서버 보안관리)에 따르면 서버관

리자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

행위에 대비하여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

하고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공단에서는 카드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주차관리 서버에

저장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안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암호화 방법은 DB암호화, 소프트웨어적 암호화

방식 또는 개인정보 식별이 곤란하도록 분산저장 조치할 수 있다.

❍ 그런데, ◇◇◇ 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카드결제 조회 시 카드번호 일부가 특수문자

(***)로 은폐되어 화면에 표시되나, 관리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내부 자료

에는 이용시민의 개인정보가 암호화 조치 없이 평문 숫자로 보관되고 있으며

- 관리서버에 보관된 주차요금 할인 증빙을 위한 복지카드 등 신분증의 개인정보를

수작업으로 삭제조치 한다고 하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그림 4]와 같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림 4] 주차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미조치 사례

(관리서버 내 카드번호 평문 저장) (관리서버 내 개인정보 미삭제복지카드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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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 주차장에서는 암호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화상정보 포함)가 저장된 관

리서버(용량 5TB)를 고장 수리를 위해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고 근무 직원이나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USB를 통해 주차장이용정보 자료를 다운받거나 전송하는

등 외부매체 보안관리도 소홀하다.

❍ 이에 따라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무단 노출, 불법 유출, 오·남용될 취약점

이 있다. 한편 향후 시민들의 주차수요 요구에 부응 부족한 공용·환승주차장의 주

차설비 시설 증가와 더불어 주차관리시스템 전산장비, 보안장비의 도입, 관리대상

도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인력, 외주용역비용도 함께 증가되

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안전한 주차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근의 가상화기술(○○○) 등을 활용한 주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개선방안

의 검토도 요구된다.

◀ 외부 전문가 의견 ▶

- 주차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가상화를 이용하면,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물리적 기기에서 분리하여 중앙의

서버로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리가 간소화되고 활용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중요 데이터가 로컬DB가 아닌 중앙 서버의 장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음.

· 또한 관리자들은 이렇게 배치된 가상 데스크톱을 어느 곳에서든 직접적인 방문 없이

관리, 업그레이드, 패치, 유지/보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 늘어날 비즈니스

환경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학교 ♠♠♠ 교수>

【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 가상사설망 보안장비의 접근제어 통제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공용주차장 확대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 확장성, 유지보수성, 정보보안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발전적 정보화전략계획 검토 개선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보안장비 접근 통제 관리, 외부 용역업체에 핵심업무 원격접속, 정보보호 조치

등 사이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부서경고 : 서울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운영처(사이버안전관리 소홀 병합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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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부 용역업체에 핵심업무 위임 관리 부실

【지적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서울시

설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공영 주차장의 자동화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예방

정비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로 주차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후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표 1]과
같이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월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긴급점검 업무를

현장 순회 방문 추진하고 있다.
[표 1] 2015년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외부 용역 추진 현황

용역사업명 용역업체 대 상 용역금액
(계약기간)

민간위탁 주차장 유지보수 용역  81개☺☺☺☺

공영 주차장

57,940천원

(’14. 12.~’15. 11.)

공영주차장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주차관리

통합센터시스템

52,312천원

(’14. 12.~’15. 11.)

자동화주차관리시스템유지관리용역 ⊗⊗⊗⊗⊗ 26개 공영 주차장
299,560천원

(’15. 1.~ 12.)

① 용역업체에 보안 핵심업무 위임 부적정 처리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51조(용역사업 보안관리)에 따라 용

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정보시스

템 접근권한 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며 지정자는 보안책임을 지며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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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사용자별 또는 그

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

가피한 경우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계정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공용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정기간이 아닌 2009년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외부용역업체 직원에

게 제공이 금지된 관리자계정을 부여하고, 용역업체인 ☆☆☆☆☆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과 달리 현장지원 유지보수인력 2명 외 다수인(6명)에

게 위 관리자계정을 제공하고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별 구

분이 없어 사고발생시 책임 추적이 어렵고 관리자계정이 장기간 변경되지

않고 공유 사용됨에 따라 계정이 외부에 노출되면 비인가자가 계정을 도용

불법 접속, 무단 삭제, 자료 유출 우려가 있다.

- 특히 관리자 및 사용자계정 생성 작업은 중요 보안사무로서 서울시설공단

시스템관리자의 고유 핵심 사무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

간 중인 2015. 10. 30. 종묘 주차장 현장점검 시 [그림1]과 같이 외부

유지보수 용역 직원이 보안 규정에 위배되게 사용자 및 관리자계정을 생성

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관리자계정 환경설정 작업

외부 유지보수업체직원이 단순관리자계정을 자신의핸드폰속에저장된복합조립된신규 관리자계정

으로 관리서버에접속환경설정작업중사례

❍ 그 결과, 동일하게 설정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상

태로 용역업체 직원의 불법적인 접속에 의해 주요 전산자료가 유출되거나 보

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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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부직원 승인절차 없이 외부용역직원이 금지된 원격접근 유지보수 업무 수행

❍ 주차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

리규칙」제37조에 따라 유지보수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 유지하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은 주차관리시스템 정비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외부 용역

업체의 참여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무단교체 금지 등 유지보수용역 참여

직원에 대하여 엄격히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 등 현장 주차장에서는 외부 유지보수업체 출입 직원 명단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전화로 장애조치 의뢰하면 외부에서 원격으로 관리서버에 접속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내부직원의 원격접근 승인절차도 없이 한시

적 사용이 아닌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하고 외부에서의 접속 시 원격접속자 신분

확인과 작업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다.

- 한편 2015. 10. 30. 종묘 주차장 현장점검 시 감사자가 사이버 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와 함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을 가지고 유지보수업체가 사용하는

공유된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로 주차장 내부 관리서버에 원격 접속하였더니

승인 절차 없이 접속되었으며, 용역업체 직원 외 외부인도 노트북, 핸드폰 등을 이

용하여 금지된 원격접속이 가능하여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

[그림 2] 외부자 비승인 원격접속 보안 위규 사례

(외부용역업체 원격접속유지보수) (노트북에서무선인터넷으로관리서버원격접속가능)
- 특히, ◇◇◇ 등 17개소의 현장 주차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

양한 종류의 원격접속 프로그램이(◊◊◊, ○○○ 등) 현장 주차장의 관리PC에 총

43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1개소 당 원격접속프로그램이 [표 2]와 같이

2~3종씩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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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명 프로그램명 설치일자 설치건수 월사용건수 사용목적
누계 43 44

◍◍◍ ○○○ 2014. 6. 2 1 - 주차관제 PC 원격제어

△△△
○○○ 2012. 7.16 2 3 〃
◊◊◊ 2015.10.12 1 1 〃

◇◇◇
○○○ 2015. 6.15 1 3 〃
◊◊◊ 2011. 6. 8 1 1 〃

◈◈◈
○○○ 2015. 6.16 1 3 〃
◊◊◊ 2012. 2.25 1 1 〃

⊙⊙⊙
○○○ 2014.10.20 3 3 〃
◊◊◊ 2013.11. 1 2 1 〃

♧♧♧
○○○ 2013. 4.28 2 3 〃
◊◊◊ 2012. 7.16 2 1 〃

♡♡♡
○○○ 2015.10.20 1 3 〃
◊◊◊ 2012.11.27 1 1 〃

♤♤♤ ○○○ 2015. 5.29 1 2 〃
◎◎◎ ○○○ 2012. 7.17 1 3 〃
☆☆☆ ○○○ 2012. 7.16 1 1 〃
☓☓☓ ○○○ 2015. 5.29 1 3 〃

   [표 2]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실태(◇◇◇◇◇◇)

   ❍ 그 결과, 주차관리시스템에 보관된 개인정보 등 주요 전산자료가 비인가 외부용

역업체 직원 등에 의해 외부 유출 및 무단 삭제될 우려가 있으며,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에 접속 유지보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과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보안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③ 민간위탁 주차장 유지보수용역업무 관리 소홀

 ❍ ☆☆☆☆☆에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

☺☺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81개소에 대한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업

무를 외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하여 주차장의 시설관리와 주차이용 현황 등 자료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3]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현황

권역 계
주차장 유형

간이형 완전형 PDA형
계 81 13 2 66

강북1권역
2 2 - -
7 - - 7

강북2권역 15 4 - 11
강북3권역 9 - - 9
강남1권역 26 5 1 20

강남2권역
19 - - 19
3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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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37조에 따라 유지보수 할 때는 작업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

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서’에 따라 정기적인 정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시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 제20조(운영실적 및 관리)에 따르면 현장의

단위 주차장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서울시 주차관리통합

센터로 수집된 주차정보(정기권 포함)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제3장(과업의 내용, 5쪽)에 제시된 내용에

의하면 현장 주차장의 차량 입·출차 내역, 주차요금 징수 등 모든 자료를 주차

관리 로칼(local)서버에서 실시간 조회,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2015. 10. 7. ~ 11. 4.까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주차관리통합센터 컴퓨터[그림 3]에 제공되는 주차장위치, 주차면수, 주차요금

등 현장의 주차시설 정보가 최신 자료로 갱신되어 표출되지 않고 있고,

정기권 정보는 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이후 현장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통합센터로 전송된 사실이 없으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요금이나

이용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점검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 주차관리통합센터의 주차면수, 주차요금 등 주차정보 자료 미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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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간위탁 주차관리시스템과 ◌◌관리통합센터 유지보수 활동의 작업일시,

작업자,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대장 기록이 없어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 운영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기록을

통한 효율적 통제관리 및 사고발생 시 추적 등도 불가능하다.

❍ 그 결과,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81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

리통합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기간 별 입·출차

대수, 현재 입차 대수, 주차 요금 할인 조회·출력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등

◌◌관리통합센터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도시교통본부장은
   - 주차관리통합센터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내부 직원이 수행할 시스템관리자의 중요 핵심 보안업무를 외부 용역업체 직원

에게 위임 처리하는 업무 관행과 승인절차 없이 상시 원격접속방식으로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행위가 금지되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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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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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주의요구

- -

제 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 적용 소홀

【지적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 ◌◌관리시스템 및 ◌◌정보안내시

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개선을 위해 2015. 4. 3. ◎◎◎◎◎과 ‘◌◌관리

및 ◌◌정보안내시스템 기능개선 유지관리 용역 계약(계약기간 2015. 4 ~ 12. 31, 용역금

액○○○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정보제공, 민원처리 등 기능을 수행하는 △△홈페

이지의 개편 보강을 위하여 ◎◎◎◎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계약기간: 2014. 11.

11. ~ 2015. 3. 10. 금액○○백만원)을 체결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사업[표 1]을 완료

하였다.

   [표 1]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정보화 사업명 소프트웨어 환경 주 요 기 능 비고

◌◌관리및◌◌정보안내시스템유지관리
개발언어: ASP
원시파일개발수량: 292본

실시간 주차정보연계정보제공,
시민 야간주차장 개방 신청 등

감리
대상
사업◇◇◇◇◇◇△△홈페이지개편사업

개발언어: JSP
원시파일개발수량: 2,451본

시설안전, 도로교통, 직원채용
정보제공, 대시민 민원처리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유지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3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보안 대책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의 목적은 응용 프로그램 등의 원시화일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 방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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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단계별로 계획수립

시 소스코드 보안강화 요구사항 명세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선정‧계약 시에는 제안

서 내 소스코드의 보안강화 내용 명시 등을 확인하여 하며, 개발‧구축 단계에 있어

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취약점 진단․분석 및 시정조치 보안강화 활동을 지속적

으로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한편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등 내 외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소프트

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의무화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부터는 감리대상 전 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표 2]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다.

    [표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적용 의무화 대상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사업
개발비 40억 이상

정보화사업

개발비 20억 이상

정보화사업

감리대상 전 사업으

로확대실시

감리대상사업: 민원

업무처리 등

추진시기 2012. 12월 시행 2014. 1월 시행 2015. 1월 시행 단계적 확대 시행

적용범위 신규개발: 소스코드 전체, 유지보수: 변경된 소소코드 상용소프트웨어제외

개발보안

기준/근거

진단항목: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SQL 삽입 등 47개 항목)

추진근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0조 제1항 세부검사항목)

전자정부법 제24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 출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 그런데,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 “◌◌관리 및 ◌◌정보안내시스템 기능개

선 유지관리 용역」(계약기간: 2015. 4. 3. ~ 12. 31.)”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인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를 위한 점검활동인 사

업자 사전교육 실시와 자체진단·제거활동·진단도구 적용여부 등에 대한 협의 등

중간점검 활동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담당자는 개발보안 과업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위 용역사업 종료기간은 앞으로 2개월이 채 남지 않

아 개발보안 진단, 위험분석, 시정보완, 취약점 조치결과 시험 등이 밀도 있게 추

진되지 않으면 시간에 쫒겨 사업 부실이 우려된다.

- 또한 ◇◇◇◇◇◇ ☆☆☆☆☆에서는 2015. 3월 완료된 ‘◇◇◇◇◇◇ △△△△

개편 용역’ 사업의 웹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해 상세 문서내역 없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47개 항목’ 점검실시 목록만 관리하고 있어, 홈페이지 구축 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취약점 진단 여부와 진단결과 문제점 시정조치 완료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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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관리, 비밀번호노출사례

- 더불어 ○○등 공용주차장 관리서버의 핵심 운영 실행파일 소프트웨어(◌◌◌.exe)

에는 개인정보 및 회계기록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

이스를 삭제, 변경 등을 임의 조작할 수 있는 관

리자계정, 비밀번호가 원시코드에 하드코딩 되어있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실행파일을 평문

(text)으로 변환하는 역분석 도구로 변환 시 [그림 1]

과 같이 관리자계정(S*),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 한편, 감사기간 중인 2015. 11. 2. 서울시◌◌정보안내시스템과 ◇◇◇◇◇◇ △

△△△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 기준 47개 항목의 웹 보안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이 총 10,001건 검출되

었고 특히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성이 높은 국제웹보안표준기구 10대 취약점

(OWASP TOP 10 LIST)이 9,955건(99%)으로 매우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다.

❍ 그 결과,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 서울시 ○○정보안내시스템 운영 시 타입

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 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은 △△△△ 운영 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에 의해 부라

우저에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의 보안 약점이

존재하여 홈페이지 자료 유출, 정보 절취 등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

하는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절차

사항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 도시교통본부장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 외부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시 개발보안 준수 활동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시 보안취약점

진단검사, 보안취약점 분석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 활

동을 엄격히 적용하여 노출된 정보보안 취약점을 제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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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울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운영처)

2015
(2016. 1. )

권고

제 목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디자인 활용 주차장 취약시설 개선방안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에서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표1]과 같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142개소

17,877면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영 주차장 현황

관리 운영자
총 계 노 상 노외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계 142 17,877 74 2,675 68 15,202

◇◇◇◇◇◇◇◇ 61 13,867 16 272 45 13,595

민간

위탁

소 계 81 4,010 58 2,403 23 1,607
♤♤♤♤♤ 24 1,263 16 526 8 737
XXXX 9 593 9 593 - -

♯♯♯♯♯♯ 48 2,154 33 1,284 15 870

☞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등 재구성

m 대중교통 인접 공영·환승주차장 이용자가 늘어나고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주차장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차장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CPTED, 이하 CPTED14)라고 한다) 디자인을

활용하여 주차장 환경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검토·분석하였다.

m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환승주차장 142개소 중 43개소(건물식, 지하식 주차장

15개소, 규모가큰노상주차장 28개소)에 대하여 CPTED 전문가(○○○○대학교 ◍◍◍ 교수)의

자문을받아, CPTED 6가지 원리(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활동성증대, 명료성강화,

유지관리)를 적용하여 주차장 유지관리 실태를 검토·분석한 결과 환경 개선이 요구

되는 미흡 시설이 [표2]와 같이 자연감시 강화 31개소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14)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도시환경
설계를 접목해 범죄발생의 기회적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기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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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CPTED 디자인 활용한 공영주차장 검토·분석 결과

     

구 분 자연감시 강화 활동성 증대 영역성 강화 유지관리 접근통제 명료성 강화

미 흡
31개소
(72%)

16개소
(37%)

15개소
(35%)

15개소
(35%)

14개소
(33%)

13개소
(30%)

보 통
7개소
(16%)

15개소
(35%)

22개소
(51%)

11개소
(25%)

6개소
(14%)

20개소
(47%)

적 정 5개소
(12%)

12개소
(28%)

6개소
(14%)

18개소
(42%)

23개소
(53%)

10개소
(23%)

 - ‘자연감시 강화’는 범죄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고, 주차장 내에서 범죄

예비자들의 행동이 쉽게 파악되고 노출되어 범행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지만, 주차구역의 기둥 뒤나 벽 모퉁이 등에는 CCTV감시

사각지대가 있고, 측벽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물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

은 어두운 상태이며, 바닥이나 벽면 등은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밝은 색상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자연감시’가 미흡한 주차장이 31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 ‘활동성 증대’를 위하여 주차장의 일정 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전시물, 사진 등)을 운

영하여 이용자들에게 활발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여 자연 감시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한 시설을 배치하는 등 활동성 증대를 위한 공간 활용을 하지 않는 미흡한

주차장이 16개소를 보이고 있고,

- ‘영역성 강화’를 위한 주차 구획은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으로 처리되어 공간 구분

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여야 하나, 주차구획이 낡고

희미하게 지워진 상태이고, 안내표지는 색이 바래고 훼손되어 영역성 구분이 분명

하게 식별되지 않은 주차장이 15개소로 나타났으며,

- ‘접근통제’는 이동통로, 주차구획 등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들의 활동이 노출되도록

조성되어 비 인가자들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차단해 범죄 목적물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지만, 14개소 주차장에는 이용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력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 ‘명료성 강화’를 위하여 시인성이높은 비상벨등을 설치하고, 공간별색상을밝게 시설하여

범죄 유발 요인을 감소시키고, 주차장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하나, 비상벨 등의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안내를 받은 후에야 설치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등 시인성이 미흡한 주차장 시설이 13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 ‘유지관리’는 관리인이 상주하여 주기적인 순찰·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범

죄예비자들의 범행 욕구를 조치에 차단하여야 하나,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주차

장 및 주차구역의 청소 등 관리 부실인 주차장이 15개소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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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평가 항목 설정은 CPTED 디자인 원리에 주차장의 고유 특성을 감안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리 권역별(주차장출입구, 주차구역, 이동경로, 코어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홀), 유

지관리)로 구분하고, 건물식, 지하층주차장에는 총 33개세부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지상

의 주차장에는 총 20개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여, 관리 권역별 CPTED 분석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미흡한 시설을 도출하였다.[표3 참조]

① 출입구 부분

- ‘자연감시 강화’ 영역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보안시스템 관리 부실이

10개소이고, 출입구를 비추는 조명은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차량게이트에 집중

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구의 밝기가 300럭스 미만 조명시설이 15개소이며,

출입구 주변에 횡단보도 등 위해요소가 있는 주차장이 9개소 및 주차장 출입구 주

변에 시야 방해 요소가 있는 주차장이 7개소를 나타내고 있다.

② 주차구역 부분

- ‘자연감시 강화’ 영역인 여성우선 주차구획이 주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

하지 않은 시설이 16개소이고, 주차구역을 직접 감시하는 CCTV가 없거나 사물의

식별이 부실한 주차장이 15개소, 조명이 주차구획선 위 천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

고, 측벽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13개소로 자연감시 강화 시설이 미흡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명료성 강화 영역’인 주차장 기둥에 비상용벨의 설치 위치

식별이 미흡한 시설이 13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역성 강화’를 위하여 확인이 쉬

운 색상으로 구분이 미흡한 시설은 12개소가 미흡하게 평가 되었다.

③ 이동경로 부분

- ‘자연감시 강화’ 영역이 미흡하게 나타난 점검항목은 지상과 연결되는 계단실 등 출

입구를 감시하는 CCTV 시설 11개소와 이동경로를 직접 비춰주는 조명시설

12개소 및 이동경로상의 바닥, 벽면, 천정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 마감

처리시설 9개소로 나타났다.

  ④ 코아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 부분

- ‘자연감시 강화’ 영역인 지상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대기 공간을 감시하는 CCTV와

출입문 투시형 디자인의 미달 여부가 미흡한 공간이 13개소이며, ‘영역성 강화’를

위한 바닥, 벽면 등에 설치되어 방향 안내를 위한 표지판은 7개소가 색이 낡고 훼

손되어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미흡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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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지관리’ 부분에서 시설물 훼손상태 및 청소관리를 위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곳

이 8개소, 정기순찰 및 주변 청소가 불량한 시설이 7개소로 평가되었다.

m 또한, CPTED 디자인 활용한 체크리스트 분석를 종합하여, 미흡으로 나타난

시설이 많은 순으로 우선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차장을 파악한 결과,

- 첫 번째로 가장 취약하게 분석된 곳은, ‘자연감시 강화’ 원리의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주차구역 등이 자연 감시가 잘 되지 않는

취약한 곳에 설치된 시설이 37%이며, 주차구획을 감시하는 방범용 CCTV시설은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 예방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되지

못하는 감시 사각지대 주차장이 35%이고, 주차구역의 조명시설은 주차한 차량의

바로 위 천장에 설치하여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으며,

측벽 조명시설은 사람의 키 높이 정도에 시설하여 사물의 식별이 용이하게

시설하여야 하나, 조명시설이 아예 없거나 사람의 키 높이에 설치하지 않은

조명시설이 30%를 차지하는 등 주차구역의 ‘자연감시 강화’를 위한 환경이

가장 미흡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 두 번째로 ‘활동성증대’를 위한 주차장 빈 공간에는 이용자의 활동량을 증대하기

위한 각종 전시물이나 사진 등 활동 환경 조성이 이루어진 곳은 4개소 주차장

(○○○○, ○○○, ◎◎◎◎, △△△△)만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주차장에서는 이러한

환경 조성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세 번째로 ‘영역성 강화’ 원리의 주차구역의 위치·방향 안내 표지시설은 주변

시설물에 가려서 시인성이 떨어지고 가시성이 높은 색상으로 구분 되어 있지

않아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환경 및 이동경로를 직접 비추는 조명

시설이 미흡한 주차장이 28%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동경로를 감시하는 계단실

등의 CCTV감시시설이 미흡한 주차장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부분 주차장을 전담하는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여러 개의 주차장을 방문 순회 점검하는 주

차장이 19%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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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공영주차장 CPTED 분석표

원리 평가항목
분석결과

미흡시설
장소 (B)

비율(%)
(C=B/43)*100

1. 출입구  

자연감시
 강화

1)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시야 방해요소 7 16
2) 출입구를 비추는 직접 조명 설치(300럭스 이상) 미달 여부 15 35
3) 출입구를 감시하는 CCTV 설치 5 12

접근통제 출입구에 차량출입을 통제 및 관리하는 시스템 미달여부 10 23
유지관리 시설물 훼손여부 및 청소 등 유지관리 상태 3 7

기타 기타 출입구 주변 위해요소 확인 9 21
2. 주차구역   

자연감시
 강화

1) 주차장 기둥과 벽면을 시야확보(자연감시)를 고려하여 배치 6 14
2) 주차구역 바닥, 벽면, 천장은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밝은색 마감 1 2
3) 주차구역 벽면에 측벽조명 설치 13 30
4) 여성우선주차구역 등은 주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이나 코어 부분

에 인접 배치의 미흡성
16 37

5) 주차구역을 직접 감시하는 CCTV 설치 15 35
영역성강화 바닥, 벽면 등에 안내를 위한 표지판(사인) 설치의 미흡성 12 28
활동성증대 사용 증진을 위해 면적을 확보하고 활동환경 조성여부 16 37

명료성증대 주차장 기둥 기준 25m 간격으로 시인성 높은 비상벨 설치 13   30

유지관리 시설물 훼손여부 및 청소 등 유지관리 상태 6 14
3. 이동경로   

자연감시
강화

1) 지상과 연결되는 계단실 출입구를 감시하는 CCTV 설치 11 26
2) 지상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대기공간 CCTV 설치 및 출입

문 투시형 디자인
4 9

3) 주차장 내부 차량 이동경로를 감시하는 CCTV 설치 7 16
4) 이동경로상의 바닥, 벽면, 천장은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밝

은색 마감
9 21

5) 이동경로를 직접 비추는 조명 설치 12 28
영역성강화 바닥, 벽면 등에 안내를 위한 표지판(사인) 설치의 미달여부 5 12
명료성증대 주차구역에서 코어부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단순하게 계획 5 12
유지관리 시설물 훼손여부 및 청소 등 유지관리 상태 2 5

4. 코어 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

자연감시
강화

1) 지상연결 계단실 출입구를 감시하는 CCTV 설치의 미달여부 8 19
2) 출입문 등 투시형 디자인 5 12
3) 주차장 코어부분은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 1 2
4) 주차장 코어 내부는 상시조명 설치 여부 4 9

접근통제 주차장 코어분분 출입문 보안시설 설치

영역성강화 바닥, 벽면 등에 안내를 위한 표지판(사인) 설치의 미달여부 7 16
명료성증대 주차구역에서 코어부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단순하게 계획 2 5
유지관리 시설물 훼손여부 및 청소 등 유지관리 상태 - -

5. 유지관리

영역성강화
1) 관리인 상주여부 8 19
2) 관리인 정기순찰 여부 7 16

m 한편, 서울시에서는 20~30대 싱글 여성 1인 인구가 절반에 가깝고, 경찰청

에서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관악구 행운동의 행운길에 대하여

어두운 주차 공간 때문에 늦은 밤 걷기 무서웠던 LED방범등으로 밝게 조명을

밝히고, 후면 240도까지 보이는 반사경 설치와 위급 상황엔 주변에 쉽게

알릴 수 있는 비상부저와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

하고 예방하는 CPTED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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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달동네로 꼽히던 마포구 염리동 골목길을 커뮤니티 공간인 소금길로

조성하고 눈에 띄는 노란색 대문을 곳곳에 설치한 결과 소금길 주변의 절도는

12%, 성폭행사건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아 절대적 수치에서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널리 보급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다.(출처 : , 

2014.04.02.)

-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는 편의점 유리창을 가리는 게시물 부착 금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계산대 설치 및 주차장엔 감시용 CCTV와 밝은 조명을 설치하

는 등 CPTED 디자인 활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6,441건의 범죄가 3,974건

으로 9년 만에 39%나 감소하는 효과(출처 : △△△△ 548호, 2006.08.15.)를 보았고,

영국의 경우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ign, SBD)의 적용을 받은 개발지

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침입절도 50%, 차량범죄 60%, 손괴행위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

도화 방안(Ⅱ)’,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12.27.)

m 서울시 공영·환승주차장에 CPTED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구파발역

공영주차장의 보행로에 1m 미만의 초화류 식물을 배치하여 감시 시야 방

해요인을 제거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자연감시영역을 강화하였고,

- 사람의 통행이 드물고,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아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주기적인 순찰에도 쓰레기 적치가 심한 구파발역 주차장 2층 화장실 입구,

잠실역, 학여울, 도봉산역 주차장 등에는 [그림 1]과 같이, 예술 작품

및 사진을 전시하여 시민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시 활동이 강화

되어 인적이 드문 공간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

감을 느끼도록 하는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림 1] 공영주차장에 범죄환경 예방설계(CPTED) 적용 사례

통행로에 키작은

초화류 배치
인적이 드문 공간에 작품 및 사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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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따라서, 공영·환승주차장의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에

CPTED 평가가 낮게 나타난 취약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환경 개선 및 향후

주차장 신설사업을 추진 할 시에도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CPTED 디자인을 활용한 주차장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m 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 공영·환승주차장의 CPTED 평가가 낮게 나타난 주차장은 환경개선시 적극

반영 개선하고, 주차장 신설 시에는 CPTED 6가지 원리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안전한 주차시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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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절토부 PPP 옹벽 및 성토부 보강토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 개선방안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에서는 2012.12.21. ★★★★과 공사계

약을 맺고, 2012.12.24. ○○○○○ 외 2개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맺

어 2015.12.26. 준공 예정으로 “신사사거리~고양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종점부 ◍◍◍◍ 상부 회차로 구간 공영주차장 주변

으로 [그림1]과 같이 절토부 PPP옹벽 및 성토부 보강토 옹벽을 시공하고 있다.

[그림1] 절토부 PPP 옹벽 및 성토부 보강토 옹벽 시공 현황

절토부 옹벽 및 성토부 옹벽 시공 조감도 절토부 PPP 옹벽 성토부 보강토 옹벽

① 절토부 PPP 옹벽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 개선방안

m 신사사거리~고양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종점부 ◍◍◍◍ 상부 회차로

구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기존 사면을 절취하여 시공 중인 절토부 PPP

옹벽은 [그림2]와 같이 연장이 125m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100m를 초과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2종시설물에

해당되어 옹벽의 초기상태를 기준으로 향후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법이나 현재 위 공사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의 유지관

리 계측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옹벽 구조물의 안전성을 사전 확인하기 위한 계측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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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절토부 PPP 옹벽 전개도 및 구성도

총 길이 125m

총 높이 30m

1단 높이 6m (4개 피널) 강관네일 6~12m

PPP옹벽 구성도 패널(높이 1.5m, 폭 2~3m)

강관보강재(Φ60.5mm)

절토부 PPP 옹벽 전개도 절토부 PPP 옹벽 구성도

m 이에 시공자측에서 현재 공사 중 절토부 PPP 

옹벽의 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3]과

같이 임시로 인근 가옥 옥상에 기준점 설정

후 패널 옹벽 각 소단별(3~4개소)의 타켓을

설치하고 수동 광파기로 거리를 측정하여 주1

회 계측(관리기준 ±15mm)관리 중에 있으나, 광

파기는 정밀 계측기가 아니며 유지 관리 시 광

파기 임대료 및 측량기술자 동원 등의 비용

이 발생하여 계측 결과값에 비하여 

[그림3] 광파기를 이용한 계측

과다한 비용(1일 투입비용 1,500천원)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정밀도에 한계

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옹벽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영구계측(수동 또는 자동) 중 [표1]과

같이 수동계측기 방식은 절토부 PPP옹벽의 특성상 개별패널(593개) 마다 설치하

여야 하며 시공시 패널옹벽을 잡아주는 강관그라우팅의 파손이 발생하여 금액을

떠나 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자동계측기 방식은 신뢰성 있는 계측

값을 구할 수 있으나 과다한 초기 설치 비용 및 향후 유지관리 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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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영구계측기(수동/자동) 비교 검토

구분 계측종류 설치여부 검토내용

수동계측기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하중계, 변형률계
설치불가

- 시공중 패널옹벽 강관파손 우려.

- 개별구조물로 결과값을 신뢰 할 수 없음

자동계측기
EL-BEAM(자동경사계), 자동 광파타켓

(프리즘타켓) 등
설치가능

- 정밀계측은 가능하나 비용과다

(설치비 및 유지비 약 150백만원 이상)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중 외부전문가(안전감사옴부즈만) 자문결과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절토부 PPP옹벽 유지관리를 위해 [그림4][표2]와 같이 각

소단별 옹벽 패널의 줄눈이 일직선으로 마감되는 위치의 상･하부에 식별이 가능한

마킹을 하고 “실”과 “추”를 이용하여 기울기 및 좌표의 실측값을 초기점검보고

서에 기록한 후 준공 후 시설물관리기관에 이관하고 시설물관리기관에서는 옹벽

구조물 유지관리시 초기값의 변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POINT별 기울임량)하여

옹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안전감사옴부즈만 자문의견

절토부 PPP옹벽은 2종시설물에 해당되어 옹벽의 초기상태를 기준으로 향후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법이므로 초기점검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서(옹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태평가 등급의 항목에 대해 실과 추를 이용하여 기울기

및 좌표의 실측값을 기록하는 등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그림4] 절토부 PPP옹벽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계측위치 및 계측방안 모식도

초기측정값
전면기울임

측정값
배면기울임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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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각 옹벽 소단별 초기값 기록을 위한 계측개소 및 표기 예시

구 분 계측개소 POINT 좌 표 값
계측값

비 고
상부 하부

4단 2 4

X=0000.000 Y=0000,000 Z=0000,000

X=0000.000 Y=0000,000 Z=0000,000

X=0000.000 Y=0000,000 Z=0000,000

X=0000.000 Y=0000,000 Z=0000,000

5cm

5cm

5cm

5cm

5cm

5cm

5cm

5cm

3단 3 6 상 동 상동 상동

2단 4 8 상 동 상동 상동

1단 4 8 상 동 상동 상동

계 13 26

② 성토부 보강토 옹벽 상부 L형 철근콘크리트 옹벽 전도방지 개선방안

m 신사사거리~고양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종점부 ◍◍◍◍ 상부 회차로 구간

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림5]와 같이 성토부 보강토옹벽(L=112.6m,

H= 3~9m) 상부 성토체 위에 차량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프리캐스트 L형

철근콘크리트(RC) 옹벽(H=3.0m,B=2.5m)을 시공할 예정이다.

[그림5] 성토부 보강토옹벽 및 L형 철근콘크리트벽(RC)옹벽 시공현황

m 보강토 옹벽은 침하를 허용하고 배면 지반으로 우수가 유입되면 보강토체 내부의

배수시스템 전면벽을 통해 유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L형 철근콘크리트

(RC)옹벽은 기초 지반의 침하를 허용하지 않으며, 배면지반으로 유입된 우수는

전면벽의 배수공을 통해서 유출시키거나 배면 지반에 맹암거 등 별도의 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출시키는 구조이다.

- 최근 고성토(高盛土) 지역에서 하단부는 보강토 옹벽을 채택하고 상단부에 소규모

철근콘크리트(RC)옹벽을 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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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옹벽과 철근콘크리트(RC)옹벽을 혼용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RC)옹벽의 전도방지 등 안전성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면

지반의 배수처리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현재 위 공사의 배수시스템은 횡방향(2%) 포장경사로 차집된 우수를 U형 측구

및 배수관로를 통하여 주차장 외부로 자연배수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보강토

옹벽 상부 철근콘크리트(RC)옹벽이 보강토옹벽과 토사성토 구간에 걸쳐 시공

됨에 따라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나 주차장 바닥 아스팔트 열화 현상에 의한 균열

및 U형 측구 연결부의 몰탈 탈락 등으로 우수침투시 [그림6]과 같이 상부옹벽

지반의 부등침하로 L형 철근콘크리트(RC)옹벽이 전도되거나 보강토옹벽의

전면벽이 앞으로 돌출(배부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기존 배수시스템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6] 성토부 보강토옹벽의 상부 L형 철근콘크리트(RC)옹벽 전도원인 및 타현장 사례

(상단 RC옹벽 신축조인트에서 발생한 침하 및 단차 사례) (상단 RC옹벽의 침하로 인해 사방향 균열 발생 사례)

(상단 RC옹벽 배면방향 전도로 하단 보강토옹벽 배부름 사례 ) (보강토옹벽 배부름 및 균열 관리소홀로 붕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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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중 외부전문가(안전감사옴부즈만) 자문결과 현재 U형

측구로 설계된 주차장 배수시스템은 설계기준에는 적정하나,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나 주차장 바닥 아스팔트 열화 현상에 의한 균열 및 U형 측구 연결부의

몰탈 탈락으로 우수의 유입이 발생할 경우 성토부 보강토옹벽 배면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여 상부 L형 철근콘크리트(RC)옹벽이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7]과 같이 U형 측구 하부에 맹암거 등 배수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우수

침투에 따른 배면침하를 사전에 방지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안전감사옴부즈만 자문의견

보강토옹벽 위에 철근콘크리트(RC)옹벽을 설치할 경우 배면으로 유입된 우수가 보강토옹벽

의 배면지반으로 유출될 경우 보강토 성토체의 연약화 혹은 침하가 발생되는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L형 철근콘크리트(RC)옹벽 배면에 유입된 우수가 보강토옹벽 성토체로 유입되

지 않도록 L형 철근콘크리트(RC)옹벽 저판 위에 맹암거 등 배수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됨.

[그림7] 성토부 보강토옹벽 상부 L형 철근콘크리트옹벽 전도방지를 위한 배수시스템 설치

(추가 배수처리 방안) (맹암거 타입)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절토부 PPP옹벽은 시공의 용이성, 비용절감 경제성을 고려한 계측기(※예시:실

과 추 이용 기울기 측정)를 설치 구조물의 변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주차장 바닥 아스팔트 열화 현상에 의한 균열 및 U형 측구 연결부의 몰탈

탈락으로 우수의 유입이 발생할 경우 성토부 보강토옹벽 배면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여 상부 L형 철근콘크리트(RC)옹벽이 전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U형 측구

하부에 맹암거 추가 설치 등 배수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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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본부장
(주차계획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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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제 목 주차장 내 차량멈춤턱 품질 및 시공기준 수립 권고

【지적 내용】

m 민간 및 공영주차장 등 대부분의 노외 주차장에서 주차시 이용편의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차량멈춤턱(이하 ‘카스토퍼’라 한다.)은 운전자가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어 사전에

주차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 감사기간 중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45

개소(건설중 8개소, 기존 37개소)를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건설 중인 주차장은

주차구획 3면을 제외한 전체에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기존 주차장에서는 62.4%

의 주차면에 카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었고

[표 1] 노외주차장 카스토퍼 설치수량

구분 계
건설중인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

소계 건물내 건물외 소계 건물내 건물외

주차면 14,537 1,408 1,211 197 13,129 9,250 3,879

카스토퍼 설치
주차면(%)

9,594 1,405 1,208 197 8,189 6,511 1,678

(66.0) (99.8) (99.7) (100.0) (62.4) (70.4) (43.3)

카스토퍼 개수 18,594 2,810 2,416 394 15,784 12,436 3,348

- 카스토퍼는 건물이 없는 주차장보다는 건물식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비율이 높았

으며, 재질은 건물 내․외부에 대한 구분없이 합성고무와 PE, PP재질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차장은 주차면 1개소당 길이 75cm의 소형 카스토퍼 2개씩

을 설치하여 운영 중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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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차단위 구획은 최초 외국의 기준인 2.5×6.0m(1971년)에서

2.3×5.0m(1990년)로 축소되었고,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 중 12.5%(2014년 기준)

를 차지하는 대형승용차(2000cc이상)와 일반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1.5ton소형

화물차 등의 차량 뒷바퀴에서 차량 후미까지의 연장은 [표 2]와 같이 국산차의

경우 최대 1.295m, 수입차의 경우 최대 1.138m로 조사된 반면,

[표 2] 차종별 규격

구분 차량명 배기량(CC) 차량 전체길이(m) 차량 뒷 길이(m)

국산

에쿠스 3,800 5.12 1.235
제네시스 3,800 4.97 1.165
오피러스 3,000 5.00 1.200

봉고3 1ton 4WD 2,902 4.82 1.295
봉고3 1.5ton, 장축 2,902 5.45 1.295

외산
아우디(A8) 4,200 5.05 1.138
BMW 750i 4,800 5.04 1.100

※ 출처 : ‘카스토퍼설치위치를 고려한 주차단위구획 산정 및 개선방안 제시’, 저자⊙⊙⊙, ☆☆☆등 4명, 2013

- 위 주차장의 주차구획별 카스토퍼 설치 위치는, 주차구획선 끝에서 평균 1.2m정도

(주차구획선 끝에서 차량의 뒷바퀴가 닿는 카스토퍼의 전면까지 거리)이나 ‘♧♧♧ ○○○○○○

지하주차장 신축공사’는 1.35m로 차량 앞부분이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돌출될

수 있으며, ‘△△△△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외부 주차장은 1.0m, 마포

유수지 0.86m, 웃우물 0.97m, 영남 1.07m, 한강진역 주차장은 0.49m(방호

벽까지는 1.23m)로 짧아 차량 후미가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주차면 후미에

설치된 방호벽에 충돌 우려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1] 카스토퍼 설치 위치 부적정

0.49m

1.23m

(카스토퍼설치위치 : 평균 1.2m) (◎◎◎◎ : 방호벽까지 1.23m) (⊗⊗⊗⊗⊗ : 0.86m)

- 아울러, ◌◌◌, ♧♧, ♤♤♤ 주차장 등은 완충구역이 없는, 주차구획이 맞

닿는 양면식 주차구획임에도 양면에 카스토퍼를 설치함으로써 상당수의 중․대형

차량들은 주차구획 일부를 활용하지 못해 앞부분이 통로로 돌출되어 안전사고 우

려가 있었고, ◇◇◇ 주차장은 완충지대 및 카스토퍼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접촉

사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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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토퍼 손상)

[그림 2] 양면식 및 경차 주차구획 카스토퍼 설치 현황

(잠실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종묘주차장 카스토퍼설치) (양면식주차장 카스토퍼미설치)

- 한편, 3개소의 노외주차장(1개소는 건설 중)에 설치된 46면의 버스전용 주차구역

중 건설 중인 17면에는 소형인 승용차 기준에 맞춰 카스토퍼를 설치하도록 되

어 있고 나머지 29면은 카스토퍼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잠실역의 경우 경차

주차구획에도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과 동일한 기준으로 카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설치자에 따라서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 또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카스토퍼의 품질 및 시공기준을 확인해 본 바, 재활용

플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록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I3315, 2014년 제정)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합성수지, 고무 등으로 만드는 카스토퍼에 대한

KS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진행중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카스토퍼의 재질 및 시공

현황을 확인해 본 바, [표 3]와 같이 동일한 재질의

카스토퍼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설계단가는 최대

2.9배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카스토퍼에서 충격하중

을 부담하는 고정용 앙카의 수량 및 깊이도 일정하지

않은 채 제품 제작회사의 시방에 따라 시공되고 있

는 실정으로 카스토퍼의 품질 및 시공불량이 발생

할 우려가 있고,

[표 3] 진행중인 공사장 카스토퍼 재질 및 시공현황

재질
설치

구분
바닥면

설계단가

(원/개)

앙카

수량 매설깊이(㎜)

합성고무 내부 콘크리트 24,583 2 46

합성고무 내부 콘크리트 12,993 3 60

합성고무 내부 콘트리트 40,292 2 50

합성고무
내부 콘크리트 25,351 2 40

외부 아스팔트 23,100 2 150

합성고무 내부 콘크리트 22,797 3 100



- 82 -

(카스토퍼 시공 도면)

재질
설치

구분
바닥면

설계단가

(원/개)

앙카

수량 매설깊이(㎜)

합성고무
내부 콘크리트 17,600 2 46

외부 아스팔트 22,000 2 -

합성고무 내부 콘크리트 21,840 2 46

- 기 운영중인 주차장에서의 카스토퍼 높이는 120㎜가 상

당수 였으나, ◇◇◇, ♧♧♧ 주차장은 카스토퍼높이가 130

㎜로 높았고, ◌◌◌, △△△, ♤♤♤ 주차장의 카스토

퍼는 높이가 100㎜로 낮게 설치되어 있어 차량 범퍼가

걸리거나, 바퀴가 넘어가는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된

다.

m 위 사실로 살펴볼 때 주차장별 카스토퍼의 설치는 일상화 되어있는 반면 카스

토퍼는 안전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카스토퍼는 품질 및 시

공기준, 적정 설치위치 등에 대한 기준 없이 설치되고 있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카스토퍼가 운전자들에게 주차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오히려 주차사

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주차구획에 맞춘 카스토퍼의 시공기준과

적정품질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 보도사례 ▶

- 주차 안전장치 ‘카 스토퍼’, 오히려 사고 유발(2013.3.15. 20:56 ○○○)

- 전남도, 공무원 우수제안 ‘카스토퍼’ 현장 적용(2013.1.29. 06:52, △△△)

- 이상일, 주차장 안전시설 기준 법안 발의(2013.5.2. 06:41, △△△)

【조치할 사항】

m 도시교통본부장은

- 주차장 환경과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시 주차장 실정에 맞게 카스토퍼 품질 및

시공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