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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본사 지방이전 및 전시장 운영 민간위탁(’16. 1월) 등 변동에 따른 aT

센터 손익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상사관 및 편의시설 등 aT센터 임대․

운영 및 시설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aT센터 운영 개선 방안 마련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aT센터(운영지원부, 미래사업부)
❍ 감사범위 : 2014. 1월 ～ 2016. 6월까지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6. 7. 4. ～ 7. 8.(5일간)
❍ 감사인원 : 3명

4. 감사 중점사항

❍ aT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결산, 세무관리
❍ 전시장․회의실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체결 및 운영 실태
❍ 위탁용역업체 선정 및 시설관리 감독 실태
❍ 임대업체(수출상사관, 편의시설 등)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실태
❍ aTorang, aTium, 스마트스튜디오 등 ABC사업 추진실태
❍ 과거 지적사항 조치이행 여부 및 e-감사시스템 착안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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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1.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처분 요구

(통보)종류
제       목

조치결과

회보여부

1

통보

aT센터 CCTV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 관리 부적정

회보요

주의 회보불요

2

개선

aT센터 무료주차권 운영‧관리 개선 필요

회보요

통보 회보요

3 통보
aT센터 전시장 및 회의실 위탁 운영 관리강화 

필요
회보요

4 개선 aT센터 홈페이지 웹 호환성 표준 준수 개선 필요 회보요

5
통보

(모범사례)

aBC사업 추진으로 정부3.0 부응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회보요

[ 별첨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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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주 의

제       목 aT센터 CCTV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 관리 부적정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aT센터에서는 시설의 안전과 보안관리,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총 14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CCTV 영상정보 보관관리 부적정

2015. 1. 5.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공공 및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1)」 및 공사가 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에 따르면 영상정보는 24시간 촬영하여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관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aT센터가 시설종합관리 용역업체로부터 보고받은 ‘16. 5월 시설관리

업무일지 자료를 보면, 2015. 5. 20. 용역업체가 aT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녹화 보관일수 및 저장 상태를 점검한 결과 영상

정보 보관기간이 9~112일로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123(‘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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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에 신규로 설치한 CCTV DVR(모니터) 11번 총 14대의 경우 하드

용량 대비 화소가 높아 영상정보가 보관기간이 7~10일까지로 짧은 반면, 하드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아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면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저장되는 기기가 있는 등 CCTV 구입 시기 및 성능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CCTV 영상정보 열람관리 부적정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aT센터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영상정보 접근 및 열람이 허용된

관리자가 aT센터 업무담당자 외에 시설관리용역업체 내에서는 보안과장과 전시

보안업무과장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1]의 2016년도 CCTV

입회자별 열람 및 처리내역을 보면 전체 열람 및 처리건수 33건 중 관리자 외에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처리한 경우가 6건이며, 입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1건이 확인되었다.

[표 1] 2016년 CCTV 입회자별 열람 및 처리내역

총 처리 건수 접근허용 관리자 처리내역 접근허용 관리자 외 처리내역
보안 과장 전시보안 과장 그 외 처리자 미기록

33건 19건 7건 6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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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016년도 aT센터 CCTV 열람대장을 보면 열람 청구인이 누구

인지 신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2건, 열람목적 및 확인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2건이 있는 등 CCTV 영상정보 열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aT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에 따라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정보를 유용하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aT센터 전체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일관된 보관 운영방법을 마련하시고(통보),

향후 영상정보 접근 및 열람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고, 열람

대상과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한 후 열람 시 열람대장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하는 등 CCTV 영상정보 열람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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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통  보

제       목 aT센터 무료주차권 운영‧관리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aT센터에서는 입주사 및 전시장, 회의실 등 이용고객 대상 지하 3층까지

주차장(차량 524대 주차 가능)을 운영하면서 ‘15년 기준 연간 약 1,103백만 원의

주차수익을 거두고 있다.

[표 1] ‘14년 ~ ‘16. 5월까지 aT센터 주차수익 내역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5월 비고
정 산 소 642,408,690 629,572,460 346,049,210 　

유료, 행사권 금액 145,005,000 204,538,500 114,368,400 　
정기권 금액 263,755,680 315,257,880 131,915,600 　
기타 금액 1,264,375 -46,643,470 -13,808,605 광장 주차, 환불 등

총 주차 수익 1,052,433,745 1,102,725,370 578,524,605 　

또한「aT센터 주차장 운영지침」제4조에 따르면 센터 입주사 등 이용고객의

활성화 지원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

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별첨 1]과 같이 입주사별 무료배포 기준2)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 aT센터-1949(‘15. 12. 3), aT센터 주차장 운영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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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권의 경우에는 입주사의 영업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배포하더라도,

[표 2]와 같이 무료주차권을 유료로 징수했을 경우 연간 약 2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등 aT센터 운영수익과 밀접한 영향이 있어 매년 제작·배포된 주차권이

해당연도에만 사용·회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aT센터가 각 시간대별 무료주차권을 회수한 [표 2]의 현황을 보면,

2015년도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배포되어 입주사에서 잔여량으로 보관하고

있던 주차권까지 사용되면서 2015년도에는 배포되었던 주차권보다 더 많은 주차

권이 회수되어 그에 해당하는 주차수익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표 2] ‘15년 ~ ‘16. 6월까지 무료주차권 제작․배포․회수 내역

연도 무료주차권 종류
제작/보유  내역 배포 내역 회수 내역

전년도 이월수량(A)
금년도 제작수량(B)

보유수량
(C=A+B)

배포 수량(D)
유료 시 
징수액

회수 수량(E)
미회수 수량(D-E)

‘15년

30분(상사관) 6,300 10,000 16,300 9,900 14,850,000 7,636 2,264 
1시간(편의시설) 4,900 10,000 14,900 9,800 29,400,000 7,061 2,739 
2시간(편의시설) 1,180 10,000 11,180 11,520 69,120,000 11,767 -247
2시간(결혼하객) 0 24,000 24,000 12,300 73,800,000 17,509 -5,209
3시간(연회장) 2,500 5,000 7,500 2,200 19,800,000 1,607 593 

5시간(결혼혼주) 4,803 0 4,803 300 4,500,000 1,244 -944
소  계 78,683 46,020 211,470,000 46,824

‘16년 
6월

30분(상사관) 6,400 0 6,400 5,100 7,650,000 4,411 689 
1시간(편의시설) 5,100 10,000 15,100 5,060 15,180,000 3,709 1,351 
2시간(편의시설) 340 10,000 10,340 7,540 45,240,000 6,193 1,347 
2시간(결혼하객) 10,800 0 10,800 10,800 64,800,000 7,240 3,560 
3시간(연회장) 5,300 0 5,300 1,800 16,200,000 755 1,045 

5시간(결혼혼주) 4,503 0 4,503 360 5,400,000 395 -35
소 계 52,443 30,660 154,470,000 22,703

한편 aT센터 편의시설 입주사인 ㈜에게는 예식당일 혼주와

하객 대상 배포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의 경우에는, 예식 당일 외 사용에 대한

제재가 어려우며 혼주 5시간 무료주차권에 대해서는 1일 5매만 사용할 수 있

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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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수한 주차권에 대한 정산관리를 한 결과 ‘15년부터 ‘16. 6월까지

예식당일 혼주차량 5매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회수된 건은 총 163건으로 부정

사용으로 징수한 금액이 1,665,000원에 달하는 등 부정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15년 ~ ‘16. 6월까지 무료주차권 부정사용 조치내역

No. 부정사용 조치일자 대상자 부정사용 건수 부정사용 금액 비고
1 2015/7/13 ㈜ 95건 645,000 예식 1건당

혼주차량 
5매 지급 
초과 사용

2 2015/11/10 〃 22건 330,000
3 2015/12/16 〃 27건 405,000
4 2016/3/4 〃 19건 285,000

합   계 163건 1,665,000

조치할 사항

aT센터장은 입주사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배포하고 있는 무료주차권에

대하여 주차권 바코드에 사용기한을 입력하여 제작함으로써 배포한 주차권은 모두

당해 연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aT센터 주차장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개선),

예식 혼주차량 무료 주차권에 대해서도 정산 시 한도 수량내에서 회수 관리

하는 등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차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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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aT센터 전시장 및 회의실 위탁운영 관리강화 필요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aT센터(전시지원팀, 現 운영지원부)에서는 농식품 관련 전시회 활성화 등 우리

농수산 식품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2016. 1. 1.부터 3년간 3,510,000천 원의

위탁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aT센터 전시장 및 회의실의 운영을 ㈜◎◎◎에

위탁3)하였다.

[표 1] aT센터 전시장 현황

구 분 면 적 시설내용

aT센터 전시장 8,047.0㎡
제1전시장/다목적실(1층) : 3,638㎡/155㎡
제2전시장/다목적실(3층) : 3,784㎡/470㎡

aT센터 회의실 2,447.6㎡
3층 : 629.3㎡(세계로룸, 미래로룸, 비즈니스 룸)
4층 : 613.3㎡(창조룸, 비즈니스 룸)
5층 : 1,205.0㎡(그랜드룸)

「2016년 전시·컨벤션사업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4)」(이하 ‘운영계획’이라함)에

따르면 aT센터 전시·컨벤션사업의 효율적 위탁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시장 및 회의

실의 가동률, 농식품 행사 비중 등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며, aT센터 전시장 위탁 운영 대행 계약서 제11조(계약

해지 등) 1항 4호에서는 상기 위탁운영 평가결과 점수가 75점 미만일 경우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aT센터 전시장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서 체결 보고(aT센터-2085호, 2015.12.28.)

4) 2016년 전시·컨벤션사업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aT센터-992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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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T센터 전시·컨벤션사업의 효율적 위탁운영 관리를 위해 전시장

및 회의실의 가동률, 농식품 행사 비중 등 당초 설정된 운영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6년 상반기 현재 aT센터 전시장의 위탁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전시장 가동률의 경우 동계기간 단기행사5) 사전예약에 따른 장기행사 미임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63.1%보다 4.7%P 낮은 58.4%로 나타났으며, 회의실

가동률의 경우 4층 신규 회의실 확충(‘15. 5월)에 따른 가용면적 증가로 전년 동기

실적인 55.3%보다 4.0%P 낮은 51.3%로 집계되었다.

[표 2] 최근 3개년(2013~2016) 상반기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 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6월 비고

평  균

가동률

전시장 65.3% 72.2% 63.1% 58.4%
해당연도

상 반 기

실적비교

회의실 59.7% 71.8% 55.3% 51.3%

농식품

행  사

전시장 36.1% 30.5% 25.7% 36.5%

회의실 41.4% 37.6% 40.3% 56.0%

     주) 가동율(365일 기준) : 총 전시장 면적 × 365 / 총 사용전시장 면적
     주) aT센터 제출자료 편집 

이에 따라 ‘운영계획’에 의거 설정된 목표실적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전시장 가동률은 설정목표 대비 11.1%P 낮은 68.4%, 회의실

가동률은 16.5%P 낮은 56.0%로 예견되는 실정이다.

[표 3] 2016년 aT센터 전시장 민간위탁운영 목표실적

구분 공사 제시목표 ㈜◎◎◎ 계약목표 ㈜◎◎◎ 연말추정(P) 비 고

가동률

달  성

전시장 76.8% 79.5% 68.4%

2016년 상반기 

현재시점 기준

회의실 71.7% 72.5% 56.0%

농식품

행  사

전시장 38.3% 38.3% 39.8%

회의실 60.0% 60.0% 58.0%

     주) aT센터 제출자료 편집 

5) 건축박람회 및 홈&리빙 페어(aT센터 1, 2 전시장) : ㈜동아전람(2016. 1.12 ∼ 1.17) 



- 11 -

조치할 사항

aT센터장은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유치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강구

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위탁운영 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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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aT센터 홈페이지 웹 호환성 표준 준수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aT센터(전시지원팀, 現 운영지원부)에서는 ‘14. 12월 aT센터 사용자와 방문객

들에게 보다 쉬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국문·영문·

모바일 aT센터 홈페이지 개편용역을 추진하였다.

aT센터 홈페이지 개편용역 제안요청서 요구사항6)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편

시 웹표준기반의 표현기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7)’ 에서는 웹사이트 구축 시 웹 표준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T센터 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 상기 웹 표준을 준수하여 모든 사

용자와 방문객들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aT센터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aT센터 홈페이지에 대해 행정안전

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웹 표준 진단도구8)를 사용하여 웹 호환성

수준을 진단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표준 HTML(Hyper Text Markup

6) aT센터-1327호(2014.9.25.)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44호(2012. 10. 10.)

8) 한국정보화진흥원(KW3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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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9) 문법준수 부문에서 84개의 위험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표준

CSS(Cascading style sheets)10) 문법준수 부문에서 18,777개의 위험 오류가 발견

되는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준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1] aT센터 홈페이지 웹 표준 진단 결과

진단 화면 예시(인터넷 진흥원 제공) 평가결과

HTML 표준 문법 준수 여부 

< 점수 25/30>

심각 12, 위험 72, 보통 0

CSS 표준 문법 준수 여부

< 점수 3/20>

심각 2,220, 위험 16,557, 

보통 11125

조치할 사항

aT센터장은 모든 고객들이 각종 정보열람, 전시장 및 회의실 신청·사용 시 aT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웹 표준 준수를

통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개선)

9) HTML : 인터넷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10) CSS : 홈페이지 구축 시 글자의 크기, 글자체, 줄간격, 배경 색상, 배열위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

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화면전체의 표준화된 스타일을 지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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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aBC사업 추진으로 정부3.0 부응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모 범 내 용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15조(외식 80조, 식품 77조)로 10년간 71% 성장하였으나,

연간 36,000개의 외식매장이 창업하면서 1년 이내 폐업률은 45%로 사회적비용 1조

2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16년 2월 기준 12.5%11)로

취업난 가중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aT센터에서는 지하 편의시설 내 「aTorang」매장(132㎡/40평)을 구축

하여, 한식․일식․중식․양식 조리 가능한 전천후 주방을 설치한 후 무료로

외식장소를 제공하여 청년 대상 [표 1]과 같이 총 10개 팀에 외식창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1] ‘15. 12월 ~ ‘16. 7월 aTorang 운영 내역

11)‘16. 2월 통계청 실업률 발표기준

No 학교명 운영기간 인원 총매출액 평균 매출액 비 고
1 ⊗⊗⊗⊗(대학연합) ‘15. 12.14～12.26 12 6,847 622 육개장수제비 등
2 대(식품영양) ‘15. 12.28～01.09 19 6,915 691 곤드레나물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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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교명 운영기간 인원 총매출액 평균 매출액 비 고
3 대(외식조리) 01.11～01.23 11 11,741 978 제육쌈밥 등
4 대(외식경영) 01.25～02.13 20 13,503 1,039 함박라이스 등
5 대(식품영양) 02.15～03.05 8 9,255 661 야채비빔밥 등
6 대(외식조리경영) 03.07～03.26 9 14,936 996 수제소세지덮밥 등
7 ◓◓◓◓◓(다문화연합) 03.28～04.16 8 6,343 423 마파두부밥 등
8 대(호텔조리) 04.18～05.29 16 33,329 926 돈가스, 냉면 등
9 ◯◯◯◯대(글로벌한식조리) 05.30～06.19 38 10,692 713 제육덮밥, 냉우동 등
10 전문학교 06.20～07.10 8 - -

합   계 149 113,561 776

이로 인해 총 10개 팀의 149명에게 외식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매출액

누계 113,561천원, 일평균 매출액 780천원을 달성하였으며, 방송 및 지면기사

110건, 간담회 12건, 타기관 벤치마킹 8건의 홍보·전파 실적을 거양하였다.

aTorang 외에도 aT센터는 농식품산업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꽃카페

aTium 운영지원하고, 1단계 유통 혁신시범사업인 aT스마트 스튜디오, 교류 협업

공간인 aT북카페 등 aB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2] aBC사업 운영 및 추진내역

No 사업명 운영 및 추진실적
1 aTorang ‘16. 7월까지 10개팀 149명 운영 예정
2 aTium 2개팀 8명 운영 중
3 스마트스튜디오 102업체 116건(사진 105, 동영상 11)
4 비즈라운지 1,344건(식품 664, 수출 680), (‘15) 2,911건
5 북카페 11,500여명(일평균 64명) (‘15) 年 2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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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16. 5. 24. 행자부 주최 공공기관 창업 지원공간 확산 간담회에서

‘aBC를 통한 청년창업지원 우수사례 발표’를 하여 전파하였으며, 행자부에서는

aT 스마트 스튜디오와 같은 시설은 농식품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필요한 시설

임을 인식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치마킹 답사를 오고 있어 기관

이미지 및 위상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aTorang, aTium 등 청년 창업지원 및 스마트 스튜

디오 등 대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3.0정책을 적극

부응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경영지원처장은 다양한 aBC 사업 추진으로 정부 3.0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공사의 공적인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