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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1. 감사실시 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 농안법 제70조의2에 의거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 설립딘

농수산물 ◎◎◎◎◎ 운영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손익구조 개선 등 향후 사업 개선방안 모색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 감사범위 : 2013. 1월 ～ 2015. 4월까지 ◎◎◎◎◎운영사업 업무 전반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5. 11. ～ 5. 29.(12일간)
❍ 감사인원 : 6명
- (반장) ◎◎◎◎, (반원) ◎◎ ◎◎◎․◎◎◎, ◎◎ ◎◎◎ 외 외부감사인 2명

❍ 전문분야 외부 감사인 운용
- 감사활동 전문성이 요구되는 채권관리 및 IT분야에 외부감사인 활용

구  분 감 사 사 항

외부감사인(◎◎◎◎◎) 정산소 대금결제와 외상매출 채권관리

전문분야 외부감사인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정산소 채권관리(◎◎◎◎◎ ◎◎◎◎◎ ◎◎ ◎◎◎) : 5.22.∼29(5일간)

· 전산시스템(◎◎◎◎ ◎◎◎◎◎ ◎◎◎) : 5.11.∼15(5일간)

감사 중점사항

❍ ◎◎◎◎◎◎ 손익구조 개선, 입점업체 관리 등 사업 활성화 방안
❍ 거래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
❍ 정산소 대금결제 및 외상매출 채권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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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수감부서 건       명 처분요구 처리할 부서

조치결과

회보여부

1 ◎◎◎◎◎◎
◎◎◎◎◎◎운영사업 사업방향 

정립 필요
통 보 ◎◎◎◎◎◎ 회보요

2 ◎◎◎◎◎◎
◎◎◎◎◎◎ 영업직 MD직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필요
통 보 ◎◎◎◎◎◎ 회보요

3 ◎◎◎◎◎◎
◎◎◎ 및 ◎◎◎ 판매사 현장

심사 통합 운영방안 강구 필요
통 보 ◎◎◎◎◎◎ 회보요

4 ◎◎◎◎◎◎
◎◎◎◎ ◎◎◎◎시스템 공급

업체 관리 부적정

주 의

통 보
◎◎◎◎◎◎

회보불요

회보요

5 ◎◎◎◎◎◎
단체급식 공급업체 현장실사 

방법 개선 필요
통 보 ◎◎◎◎◎◎ 회보요

6 ◎◎◎◎◎◎
◎◎◎ 거래실적을 반영한 외상거

래 신용한도 부여 필요
통 보 ◎◎◎◎◎◎ 회보요

7 ◎◎◎◎◎◎
◎◎◎◎◎◎ 응용프로그램

위탁운영용역 관리 불철저
통 보 ◎◎◎◎◎◎ 회보요

8 ◎◎◎◎◎◎
◎◎◎◎◎◎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보호법 준수 불철저
통 보 ◎◎◎◎◎◎ 회보요

9 ◎◎◎◎◎◎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한 ◎◎◎ 

시스템 정비 필요
통 보 ◎◎◎◎◎◎ 회보요

10 ◎◎◎◎◎◎

지자체연계 홍보판촉 활동을 통한 

◎◎◎쇼핑몰 거래 활성화에 기

여

통 보

(모범사례)
경영지원처 회보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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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 사업방향 정립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1. ◎◎◎쇼핑몰 운영

◎◎◎◎◎◎에서는 ’09. 10월부터 11개 부류 2,166개 품목의 친환경농수산물,

1,964 품목의 지역특산명품, 146개 종류 전통주의 판로개척을 위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13년부터 213백만 원의 정부·지자체 예산을 보조

받아 친환경농산물 등 판촉·홍보사업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표 1] ◎◎◎◎◎◎ ◎◎◎쇼핑몰 정부·지자체 예산 보조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교부처 사업명 예산

2013 ◎◎◎◎◎◎◎ 식품산업과 농특산물 e-쇼핑몰 홍보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30

2013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 83

2014 ◎◎◎◎◎◎◎ 식품산업과 농산물판매활성화 e-쇼핑몰 판촉 홍보 지원 사업 20

2015 ◎◎◎◎◎◎◎ 식품산업과 농산물 e-쇼핑몰 판매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20

2015 ◉◉◉◉◉◉◉ 농촌정책과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60

※ 출처 : ◎◎◎◎◎◎ ◎◎◎◎◎◎부 자료 재구성

◎◎◎◎◎◎ ◎◎◎쇼핑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고객이용만족도, 개선의견 등을

도출코자 ’09년에 실시한 고객 설문조사1) 결과를 아래 [표 2]과 같이 살펴보면

1) ◎◎◎쇼핑몰 고객 설문조사

- 기간/대상/지역 : ’09. 12. 2 ∼ 12. 31.(1개월)/◎◎◎ 쇼핑몰 고객 500명/전국(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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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66%가 웹사이트 검색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 ◎◎◎쇼핑

몰을 인지하고 방문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쇼핑몰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하려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웹사이트를 통해 ◎◎◎쇼핑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전통주

등 대표상품들에 대한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해당 키워드 검색 시 검색결과물

상위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등의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 ◎◎◎쇼핑몰 고객 설문조사

구 분 조 사 결 과

만 족 도(점)
홈페이지 이용(72.4), 상품 가격(67.2), 상품 다양성(62.5), 

상품 품질(75.8), 결재서비스(80.6), 배송(76.5)
◎◎◎◎◎◎

인지경로

웹사이트 검색(39.6%), 대중매체(26.4%), 지인소개(23.8%), 

배너광고(6.6%), 기타(3.6%)

방문 빈도 월1~2회(45.4%), 3개월1~2회(18.4%), 주1~2회(18.4%),

구매 물품 과일류(62.3%) 곡류(15.5%), 채소류(9.8%), 축산물(4.3%), 기타(8.4%)

그런데 ◎◎◎◎◎◎에서는 ’09년 실시한 고객설문조사 이후 아래 [표 3]과 같이

◎◎◎쇼핑몰 맛체험 이외에 별도의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이 부

재하였으며, ◎◎◎쇼핑몰 고객 방문수는 아래 [표 4]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 ◎◎◎쇼핑몰 고객 설문조사

(단위 : 천원)

구 분 건 명 예산 내 용

2013 - - -

2014
◎◎◎ 쇼핑몰 

맛체험
5,225

◎◎◎◎◎◎ 회원대상 상품발송 및 상품에 대한 

의견수렴, SNS 리뷰 포스팅

[표 4] ◎◎◎◎◎◎ ◎◎◎쇼핑몰 방문객 추이

(단위 : 명)

구 분 ’09 ’10 ’11 ’12 ’13 ’14 ’15.4월말

일평균 방문객 1,859 627 392 268 180 171 230

  ※ 출처 : ◎◎◎◎◎◎ ◎◎◎◎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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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쇼핑몰 상품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15. 5월말 현재 575개소의

공급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역명품 분야를 제외하면 신규 공급사 확보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 ◎◎◎쇼핑몰 공급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친환경 지역명품 전통주 합계

2013 178 277 65 520

2014 172 301 56 529

2015. 5월말 181 334 60 575

※ 출처 : ◎◎◎◎◎◎ ◎◎◎◎ 자료 재구성

한편, 아래 [표 6]과 같이 ◎◎◎쇼핑몰의 거래액은 ’13년 3,400백만 원에서 ’14

년 5,100백만 원으로 ’13년 대비 150% 증가하였는데, 그와 반대로 순이익은 ’13

년 △159백만 원에서 ’14년 △277백만 원으로 ’13년 대비 180% 감소하였다.

[표 6] ◎◎◎◎◎◎ ◎◎◎쇼핑몰 연도별 사업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액 매출액(A) 매출원가(B) 매출총이익(A-B) 순이익
2014 5,100 721 960 △239 △277
2013 3,400 940 1,051 △111 △159

   ※ 출처 : ◎◎◎◎◎◎ ◎◎◎◎◎ 자료 재구성

   ※ 순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매출총이익 – 판·관비 + 영업외수익/비용 

아래 [표 7]과 같이 ◎◎◎쇼핑몰 손익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시스템

유지비, 운영비 등 연간비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916백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수익은 정부보조금 511백만 원, ◎◎◎쇼핑몰 수수료 210백만 원으로 비용

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있어, 수수료 수익 등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다면 매년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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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쇼핑몰 연도별 손익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매출액
소  계(A) 940 721

수수료 178 210
정부보조 762 511

매출원가

소   계(B) 1,051 960
인건비(a) 244 258

시스템비(b) 346 354
운영비(c) 362 304

a+b+c 952 916
기 타 99 44

매출총이익(A-B) △111 △239
판관비/영업외 수익·비용 △48 △3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9 △277

◎◎◎쇼핑몰 수수료 수익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

쇼핑몰과 ○○ ○○○, ○○ 등 네트워크사 연계 판매 비중은 40:60으로 네트워크사

연계 판매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표 8]과 같이 2014년 네트워크사 연계 매출액은 2013년 대비 42.3%

증가한 3,614백만 원인데 비해 수수료 수익은 3.5% 상승한 147백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연계거래가 활성화 될수록 규모가 성장한 공급사들이 쿠팡

등 네트워크사와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오히려 규모 있는 ◎◎◎쇼핑몰

공급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표 8] ◎◎◎쇼핑몰 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체쇼핑몰 ○○ 등 네트워크사 연계 합 계
매출액 수수료 매출액 수수료 매출액 수수료

2014 1,519 63 3,614 147 5,133 210
2013 634 36 2,540 142 3,138 178

    ※ 출처 : ◎◎◎◎◎◎ ◎◎◎부 자료 재구성

    ※ 네트워크 연계 거래액 상승률 : (’13) 2,540백만 원 → (’14) 3,614 (전년대비 약 42.3% ↑)

       네트워크 연계 수수료 상승률 : (’13) 142백만 원 → (’14) 147 (전년대비 약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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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표 9]와 같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3년 △19.26%에서 2014년

△42.30%로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쇼핑몰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4 721 960 △239 66 △305 △42.30%
2013 940 1,051 △111 70 △181 △19.26%

    ※ 출처 : ◎◎◎◎◎◎ ◎◎◎◎◎ 자료 재구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 100

2. 소상공인지원사업 운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와 유통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나들 가게·외식식재료 전자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소상공인지원사업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 구축사업2)을 아래 [표10]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0] ◎◎◎ 구축사업 추진 현황

년도 건 명 구축비용 구축기간 업체명

2013

◎◎◎ 전략수립 연구용역 187백만원 3개월 ○○○○○(주)

◎◎◎ 인프라 도입사업 1,606백만원 2개월 ○○정보통신 등

소     계 1,793백만원

2014

◎◎◎ 거래시스템 구축운영 1,694백만원 6개월 ○○○○○(주) 등

◎◎◎ 거래시스템 감리 및 원가정산 26백만원 6개월 ㈜○○○○○ 등

◎◎◎ 시범운영 보급시행 493백만원 2개월 ○○○주식회사

◎◎◎ 시범운영 사후 원가정산 3백만원 2개월 ○○○○○○연구원

◎◎◎ 본거래 및 서비스 구축 660백만원 4개월 ○○○○○(주)

소     계 2,876백만원

※ 출처 : ◎◎◎◎◎◎ ◎◎◎◎◎◎◎ 자료 재구성

2013년도에 실시한 ◎◎◎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아래 [표 11]와 같이

기존 소상공인들의 거래방식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하거나 도매시장 등에

2) ◎◎◎ 구축사업 : 식당, 슈퍼마켓에서 구매·판매·재고를 관리하는 POS단말기와 연계한 전용용을 통해

농산물을 직거래 하여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의 절감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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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또는 2∼3일 간격으로 방문하여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행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거래의 비율은 전체의 9%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기존 소상공인의 거래현황 분석

구 분 분 석 결 과

물품 구매 방식 전화(55%), 직접방문(35%), 인터넷(9%), 기타(1%)

물품 결제 수단 현금(60%), 신용카드(21%), 외상구매(19%)

물품 구매 빈도 매일(44%), 2~3일(40%), 1주일(12%), 기타(4%)

    ※ 출처 : ◎◎◎◎◎◎ ◎◎◎◎◎◎◎ 자료 재구성

    ※ 2013년 ◎◎◎ 전략수립 연구용역(○○○○○)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을 위주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거래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아 ◎◎◎ 시스템과 같이 온라인을 통한 거래방식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 ◎◎◎ 구축사업은 ’14. 10 ∼ 12월 기간동안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4개 권역에 걸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산지유통인, 농업회사법인 등 172개 공급자를 확보하고,

외식업체 76개, 소상공인 1,000개, 중소프랜차이즈 7개 등 1,083개 구매회원을

모집하여 농산 1,354백만 원, 수산 9백만 원, 가공 67백만 원 등 총 1,430백만 원의

거래실적을 거두었다.

[그림] ◎◎◎ 시범사업 운영 개요

  ※ 출처 : ◎◎◎◎◎◎ ◎◎◎◎◎◎◎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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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 따르면 상품 공급 측면에서 상품의

단가 경쟁력 및 상품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물류 측면

에서는 상품의 오발주, 배송지연, 사전배송 계획 수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송역할 분담사를 통해 배송 및 물류의 최적화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

으로 개선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15.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사업의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초기

시스템 구축비용 등 정부보조를 제외하면 수익이 없으며, 전체적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3년 △13.94%에서 2014년 △34.89%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12] ◎◎◎◎◎◎ 소상공인지원사업 연도별 사업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액 매출액(A) 매출원가(B) 매출총이익(A-B) 순이익
2014 22,900 3,224 4,137 △913 △1,035
2013 9,100 2,805 3,016 △211 △335

    ※ 출처 : ◎◎◎◎◎◎ ◎◎◎◎◎ 자료 재구성

    ※ 순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매출총이익 – 판·관비 + 영업외수익/비용 

[표 13] 소상공인지원사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4 3,224 4,137 △913 212 △1,125 △34.89%
2013 2,805 3,016 △211 180 △391 △13.94%

   ※ 출처 : ◎◎◎◎◎◎ ◎◎◎◎◎ 자료 재구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 100

위와 같이 ◎◎◎◎◎◎운영사업 중 부분손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쇼핑몰, ◎◎◎ 사업 등은 향후 적자가 누적될 경우 공사 경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거쳐 주요 경영시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

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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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쇼핑몰, ◎◎◎ 등 ◎◎◎◎◎◎ 운영전반에 대한 손익구조 분석과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여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심의를 통해 사업방향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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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 영업직 MD직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정규직원 외 상용

직원3)을 [표 1]과 같이 총 13명(2015. 5월말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농수

축산물 상품소싱 및 거래유치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업직 MD(Merchandise)

직원의 경우 6명을 전문계약직 형태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1] ◎◎◎◎◎◎ 상용직원 인력운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 ◎◎◎◎ ◎◎◎◎◎ ◎◎◎◎◎◎◎ 합 계
상용직원 인력수 2 4 4 3 13

영업직(MD) 인력수 - 3 - 3 6  

각 부류 및 분야별 영업직 MD 직원들의 영업활동은 ◎◎◎◎◎◎의 고객사

유치·확보 및 사이버거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며, 이에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조직목표와 연계하여

분명한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대비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이

수반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상용직원 : 정규직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원, 기간제 계약직원을 말함(상용직원인사관리요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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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감사기간 중 영업직 MD 상용직원 6명을 대상으로 ‘신규 고객사 발굴

및 유치방법’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개인인맥 및 직접 접촉이 전체의

68.3%로 가장 많았고 기존 고객사 알선 22.2%, 지사 및 관련부서 소개 9.8%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고객사의 자발적인 문의와 신청은 4%에 불과해 영업직

MD업무 담당하는 상용직원의 개별적인 영업활동이 고객사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영업직 MD직원 대상 고객사 발굴방법 조사결과

(단위 : %)
영업직 MD 상용직원 기본정보 신규 고객사 발굴 및 유치방법 

성 명 담당 분야 개인인맥 및 직접 접촉 기존고객사 알선 지사 등 소개 자발적 신청 등 기타
◯◯◯ ◎◎◎ 70 10 20 0
◯◯◯ ◎◎◎ 90 10 0 0
◯◯◯ ◎◎◎ 50 41 9 0
◯◯◯ ◎◎◎ 80 0 10 10
◯◯◯ ◎◎◎ 30 50 10 10
◯◯◯ ◎◎◎ 90 0 0 10
고객사 발굴비중 평균 68.3 18.5 8.2 5

 

그런데 [표 3]의 “2013년 ◎◎◎◎◎◎ 개인업적평가 결과 및 2014년 성과급

지급계획 보고”4)를 보면, 영업직 MD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평가구분 없이 ◎◎◎

◎◎◎ 소속 상용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점수 합산

총점 순서로 등급을 부여한 후 성과급을 35~50%까지 지급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 행정지원 등 타 업무 담당자의 평가점수에 따라

영업직 MD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등급이 상대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목표대비

달성률’ 등 해당 직원이 기여한 성과와 직결되는 보상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4) ◎◎◎◎◎◎-1929(‘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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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3년도 성과평가 및 2014년도 성과급 지급 결과

순위
상용직원 기본 평가결과(‘13) 보상결과(‘14)

부서명(당시) 성명 담당업무 부서장 평가
(40%)

개인업적 평가
(60%) 총점 등급 성과급

지급률
1 ◯◯◯◯◯ ◯◯◯ **** 37.301 58.564 95.865 S a*50%

2 ◯◯◯◯◯ ◯◯◯ **** 37.301 54.010 91.311 A a*45%

3 ◯◯◯◯◯ ◯◯◯ **** 37.301 54.010 91.311 A a*45%

4 ◯◯◯◯◯ ◯◯◯ **** 37.301 54.010 91.311 A a*45%

5 ◯◯◯◯◯ ◯◯◯ **** 36.488 54.274 90.762 B a*40%

6 ◯◯◯◯◯ ◯◯◯ **** 37.002 53.542 90.544 B a*40%

7 ◯◯◯◯◯ ◯◯◯ **** 34.661 55.817 90.478 B a*40%

8 ◯◯◯◯◯ ◯◯◯ **** 37.002 53.206 90.208 B a*40%

9 ◯◯◯◯◯ ◯◯◯ **** 37.002 52.010 89.012 B a*40%

10 ◯◯◯◯◯ ◯◯◯ **** 37.301 51.536 88.837 C a*35%

11 ◯◯◯◯◯ ◯◯◯ **** 34.661 53.587 88.248 C a*35%

 * a : 기본연봉

한편 개인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는 성과측정과 보상지원에 있어 중요한

측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전체 달성목표와 연계하여 전년도 해당 부류

또는 사업의 손익에 기여한 정도 및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는 상용직원의 개인업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목표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자료 없이 1차 직상위자(부장)와 2차 차상위자(소장)가

개별직원과의 면담 협의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목표를 부여 확정하여 왔으며,

다만, 2015년부터 계량지표에 대한 난이도 평가도입을 통해 개별목표 설정근기를

보완하였으나 영업직 MD직원에 대한 ◎◎◎◎◎◎ 운영사업 손익 및 매출과

연계한 명확한 목표부여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고객사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MD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독려하여 사이버거래 활성화 및 매출증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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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목표와 연계한 개인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리하고, 손익 또는 매출에

기여한 정도 등 목표대비 달성률에 따른 개인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영업직

MD직원들의 개인 업적평가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직 MD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개인성과 측정에

따른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 달성치에 대한

단계적 구간을 설정하여 목표달성도와 비례한 객관적인 보상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부류 또는 사업별 영업직 MD직원들에 대하여 조직목표와 연계한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고 손익에 기여한 정도 등 목표대비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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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 및 ◎◎◎ 판매사 현장심사 통합 운영방안 강구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온라인상으로 기업간 대량의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중개

하고 소비자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2015. 5월말까지 ◎◎◎는

1,419개소, ◎◎◎쇼핑몰은 575개소의 판매사를 심사 후 등록·관리하고 있다.

[표 1] ◎◎◎ 및 ◎◎◎ 연도별 판매사 등록현황

(단위 : 개소/누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 1,272 1,387 1,419

◎◎◎쇼핑몰 519 526 575  

◎◎◎◎◎◎의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 내 판매사 가입·유치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동일한 성격의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할 때에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표 2]의 ◎◎◎◎◎◎가 운영하는 ◎◎◎와 ◎◎◎의 심사내역을 보면,

현장심사 평가 시 평가항목 10개 중 7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에 있어

◎◎◎는 각 항목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적·부제’로 심사하는 반면, ◎◎◎는

각 항목의 전체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시 승인하는 ‘점수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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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별표 1]의 ◎◎◎ 현장실사 평가표를 보면 총 10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최저점 6점에서 최고점 10점으로 점수등급이 구성되어 있어, 사이버거래에 있어

필히 갖추어야 하는 ‘전산능력’과 ‘운송물류’ 등 최소 2가지 항목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한 평가 항목당 4점, 2개 항목에서 전체 8점밖에 감점되지 않아

심사에 승인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표 2] ◎◎◎ 및 ◎◎◎ 판매사 현장심사 세부 내역

구 분 ◎◎◎ ◎◎◎

현장심사 

평가 방법 적/부제(구비서류 완비 여부) 점수제(전체 80점 이상)

평가 내용(확인 서류)

상품전문성(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전문성(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물량처리능력(매출자료) 물량처리능력(세금계산서)
시설/위생(창고, 작업장) 저장시설 규모(창고 확인)

물류운영(자체차량/위탁물류 서류) 운송물류(계약서)
상시인원(근로계약서, 보험료) 상시인원(근로계약서, 보험료)

전산능력(사이버거래 가능 여부) 전산능력(홈페이지, 쇼핑몰 등)
참여의지(적극성, 컴플레인 처리 등) 참여의지(과다물량 처리능력 등)

- 인지도(지자체 브랜드 확인)
- 포장(포장상태 확인)
- 품질/위생/안전성(단계별 확인)

한편 「농수산물◎◎◎◎◎◎ 운영요령」제29조에 따르면, ◎◎◎의 경우 판매

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판매회원으로 등록 승인을

하되, 단 정부정책 연계사업, 신규사업 등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정의

심사(서류, 현장)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표 2]와 같이 ◎◎◎와 ◎◎◎의 현장심사에 있어서 ◎◎◎의 10개

평가항목 중에서 7개가 ◎◎◎의 평가항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와

◎◎◎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한번 현장실사가 승인되었던 평가지표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를 생략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본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

실사 행정업무를 줄이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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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 2015년 5월까지 심사한 [표 3]의 ◎◎◎와 ◎◎◎의 판매사

승인내역을 보면 ◎◎◎ 1,419개소와 ◎◎◎ 575개소 중 117개소가 동일업체로

중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신청 시기가 유사한 11개소를 제외하고 106개 업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평가지표의 ◎◎◎와 ◎◎◎ 현장심사를 각각 중복적으로 실시하

였을 뿐만 아니라 ◎◎◎◎◎◎ 운영요령에 명시되어 있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서류 또는 현장심사를 생략하여 처리한 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표 3] 2015. 5월까지 ◎◎◎/◎◎◎ 승인업체 중 중복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 승인업체 수 ◎◎◎ 승인업체 수 ◎◎◎/◎◎◎ 중복 업체 수 ◎◎◎/◎◎◎중복 현장심사 수

판매사 수 1,419 575 117 106
 

더욱이 2013~2014년간 ◎◎◎와 ◎◎◎ 판매사 등록심사 대상자 중 [표 4]의

서류 및 현장심사 탈락 내역을 보면, ◎◎◎는 546개소 중에서 서류심사에 탈락된

업체 수는 231개소인 반면 현장심사에 의한 탈락업체는 5개소에 불과하며, ◎◎◎는

총 359개소 중에서 서류는 168개소, 현장심사 탈락업체는 2개소로 소수에 불과

하다.

[표 4] 2013~2014년 ◎◎◎/◎◎◎ 가입신청 대상자 중 서류/현장심사 탈락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 ◎◎◎쇼핑몰

2013년 2014년 소계 2013년 2014년 소계
가입신청 대상자 수 303 243 546 196 163 359

서류심사 탈락업체 수 136 95 231 90 78 168
현장심사 탈락업체 수 3 2 5 1 1 2  

이에 ◎◎◎와 ◎◎◎의 등록심사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가입심사 시 필수요건으로 반영하여 변별력 있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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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심사를 ◎◎◎의 적부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와 ◎◎◎의

현장심사 평가지표가 유사하며 연간 현장심사에 의한 탈락업체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적인 현장심사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와 ◎◎◎의 현장심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① ◎◎◎ 판매사 현장심사 시 전산능력 등 판매사가 전자거래에 있어 필히 갖추

어야 하는 요건들이 변별력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 평가와 같이 적·부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② ◎◎◎와 ◎◎◎의 현장심사 시 유사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중복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중복적인 현장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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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농수산물◎◎◎◎◎◎ ◎◎◎쇼핑몰 공급사 현장실사 평가표

( □ 친환경 · □ 지역명품 · □ 전통주 )

업체명

(법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지사

(지역)

국가인증서종류

친환경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유기축산물□친환경수산물□유기가공식품

지역명품 □GAP □지리적표시□전통식품품질인증□수산물품질인증□식품명인□HACCP □지자체장추천

전통주 □농식품부장관추천□문화재청장/지자체장추천□식품명인□제주도지사/국세청장허가□건교부장관추천

평가항목 등 급(점수)
소계

대분류 체크사항 A(10점) B(9점) C(8점) D(7점) E(6점)

전문성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확인

□ 타사쇼핑몰입점
(종합몰)

□ 자체쇼핑몰
(오픈마켓, 자체)

□ 통신판매
(전화주문 등)

□ 일반유통업체
(백화점, 마트등)

□ 일반시장
(도매시장 등)

물량처리능력
(1년간 매출액)

세금계산서 확인
□ 1억 이상
(확인가능 매출)

□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 2천만원미만

인지도 지자체 브랜드 확인 □ 인증+지자체브랜드 □ 인증+자체브랜드 □ 자체브랜드 □ 공동(조합) □ 없음

저장시설규모 창고 확인 □ 저온+상온+냉동 □ 저온+상온 □ 저온 □ 상온 □ 없음

운송물류 계약서 확인 □ 자체물류+택배 □ 자체물류 □ 택배 □ 공동물류 □ 없음

포 장 포장상태 확인
□ 보냉+소포장
+일반박스

□ 보냉
+일반박스

□ 소포장
+일반박스

□ 일반박스 □ 없음

상시인원
(온라인담당자여부확인)

근로계약서,

보험료 확인
□ 4명 이상 □ 3명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 없음

전산능력
홈페이지, 쇼핑몰, 카페,

블로그, SNS 등
□ 최상(4개) □ 상(3개) □ 중(2개) □ 하(1개) □ 없음

참여의지

[질문]1일 1박스 배송,

과다물량시 처리능력,

자체홍보, 교환/환불

컴플레인처리

□ 최상
(긍정답변 4개)

□ 상(3개) □ 중(2개) □ 하(1개) □ 없음

품질·위생·안전성
생산, 작업, 보관, 배송

단계별 확인

□ 최상
(생산, 작업, 보관, 배

송)
□ 상(3개 양호) □ 중(2개 양호) □ 하(1개 양호) □ 불량

합 계 (친환경, 지역명품, 전통주 농가) 100점 만점

※ 대분류 및 체크사항을 보고 각 “☐” ⇒ “☑” 체크 ⇒ 점수 소계 ⇒ 총점에 기입
※ 참고사항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 관련 자료 확인 후 체크

① □ ISO, 국제인증 등 기타 인증 ( )

② □ 대통령․국무총리상 □ 장관상 □ 기타 지자체 기관장상 중 선택

③ □ 재배, 제조기술 등 특허획득 선택

*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총 점

현장실사

담당자 의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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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주  의 ‧ 통  보
제       목 ◎◎◎◎ ◎◎◎◎시스템 공급업체 관리 불철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 에서는 2011. 7. 1. ◎◎◎◎◎고시 제2011-24호에 의거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받고 급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한 학교가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시스템 회원 관리․운영 지침 제5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급업체로 회원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표 1] “학교급식

공급업체 서류심사 점검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에서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기 등록된 업체와 동일 전화번호 및

동일 팩스번호 사용, 한명의 관리자가 타 업체와 중복으로 등록이 될 경우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 등록업체 위 사항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업체 자격제한

기준 및 처리절차에 따라 3개월 범위 내에 자격제한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급업체 등록 시 위 사항에 대해 확인 후 승인

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업체인 경우에도 관리자 및 전화․팩스 번호에 대해 중복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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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스템에 등록된 공급업체를 확인한 결과 [별표 2] “관리자

및 전화․팩스 번호 중복업체 현황”과 같이 ○○○○ 등 17개 업체가 관리자명,

전화 및 팩스 번호가 동일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통보]

◎◎◎◎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후 관리자명,

팩스번호, 전화번호가 중복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업체 자격제한 기준 및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고

[주의]

앞으로 단체급식 공급업체 대상으로 자격제한 기준 및 처리절차를 사전에 공지

하는 등 관리자,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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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교급식 공급업체 서류심사 점검표

순번 점검내용 제출부수 결과 부적합사유

1 사업자등록증 □적 □부

2 법인등기본등본/주민등록등본 □적 □부

3 (삭제)(개정, ‘12. 8. 24) □적 □부

4 사업장확인서 □적 □부

5 창고임대차확인서 □적 □부

6 (삭제)(개정, ‘12. 8. 24) □적 □부

7 (삭제)(개정, ‘12. 8. 24) □적 □부

8 차량등록증 □적 □부

9 차량보험 가입증명서 □적 □부

10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적 □부

11 건강진단결과서 □적 □부

12 정기방역 소독필증 □적 □부

13 영업 신고증 (신설, ‘12. 8. 24) □적 □부

14 인증정보 (신설, ‘12. 8. 24) □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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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리자 및 전화․팩스 번호 중복업체 현황

연번 최초 승인일 회원사명 회원상태 관리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1 2011-01-27 ◯◯◯◯ 승인회원
◯◯◯ 031-3**-**** 031-3**-****

관리자, 

전화․팩스 중복
2 2011-01-27 ◯◯◯◯ 승인회원

3 2013-10-04 ◯◯◯◯ 승인회원 ◯◯◯
031-5**-**** 031-5**-**** 전화․팩스 중복

4 2012-12-06 ◯◯◯◯ 승인회원 ◯◯◯

5 2015-01-30
㈜◯◯◯◯◯

◯◯◯◯지사
승인회원

◯◯◯ 031-5**-****
031-5**-****

관리자, 전화 

중복
6 2014-05-15 ◯◯◯◯ 승인회원 　-

7 2013-08-16 ◯◯◯◯ 승인회원 ◯◯◯

031-9**-****

031-9**-****

전화․팩스 중복8 2013-08-16 ◯◯◯◯ 승인회원 ◯◯◯ 　-

9 2011-01-18 ◯◯◯◯◯유통(주) 승인회원 ◯◯◯ 031-9**-****

10 2011-04-14
주식회사 

◯◯◯◯
승인회원 ◯◯◯

051-8**-****
051-8**-****

전화 중복

11 2011-02-18 ㈜◯◯◯ 승인회원 ◯◯◯ 051-8**-****

12 2013-08-16 ◯◯◯◯시스템 승인회원 ◯◯◯
051-9**-****

051-5**-****
전화 중복

13 2012-09-25 ◯◯◯◯◯◯(주) 준회원 ◯◯◯ 051-5**-****

14 2012-10-17
주식회사 

◯◯◯◯◯◯◯
승인회원 ◯◯◯

055-2**-**** 055-2**-**** 전화․팩스 중복

15 2011-02-21
주식회사 

◯◯◯◯◯◯◯◯◯
준회원 ◯◯◯

16 2012-05-23 ◯◯◯◯ 준회원 ◯◯◯

055-2**-**** 055-2**-**** 전화․팩스 중복
17 2010-12-31

◯◯◯◯수산물 

종합가공공장 

◯◯◯◯영업소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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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단체급식 공급업체 현장실사 방법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 ◎◎◎◎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희망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 ◎◎◎◎시스템 회원 관리․운영 지침 제6조에 따르면 현장실사

평가자는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별표 1] “공급업체 실사표”에 명시된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에서는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HACCP 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 고시 제

2014-192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10조에 따라 ◎◎◎◎◎◎◎◎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별표 2]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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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업체 실사표와 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비교해 보면

HACCP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의 현장실사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더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본부의 지원인력 한계점과 공급업체의 신속한 승인 처리요구 등을

고려할 때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HACCP 인증을 받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승인 후 사후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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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급업체 현장실사 기준

구분 점 검 내 용 사진첨부

1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구비 여부
내외부 전경,

간판 등

2
□ 작업장이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작업장환경3
□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하고, 물이 고이 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4
□ 작업장에서 쥐·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배수구 덮개 등) 구비 

   및 청결 관리 여부 

5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 가능한 창고 구비 여부

  ※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창고 전경

6

□ 식품등의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5℃이하, 냉동 -18℃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시설 구비(작동)여부

  ※ 창고형 냉동 ․ 냉장시설 외 시설 공동 사용 불가

  ※ 보관시설(냉동 ․ 냉장시설)위치가 실외인 경우 등록 불가

시설 및 온도

장치

7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 여부 
시설 내부

8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구비 여부

- 운반차량(1대) : 소유(  대) / 지입(  대)

□ 냉동 ․ 냉장 장치 차량 온도기록장치(타코메타) 구비여부

차량사진

9

□ 질병이 있는 종업원에 의한 오염 가능성 유무

- 영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    /     명)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지 여부 (    /    명)

-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지 여부

10
□ 현장 종업원이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지 여부

- 위생복·위생모· 위생장갑 착용, 작업장 출입 시 손 세척 등 
작업장 환경



- 27 -

[별표 2]

HACCP 실시상황평가표

평 가 내 용(배점)
평가
결과

(0~3점)
비 고

영업장 관리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0~3점)

2. 작업장(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
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0~3점)

3. 작업장은 청결구역(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구
별할 수 있다)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
는 구분할 수 있다. (0~3점)

건물 바닥, 벽, 천장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
조․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
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0~3점)

배수 및 배관

5.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3점)

출입구

6.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개인위생관리
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0~3점)

통 로

7.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0～1점)

창

8. 창의 유리는 파손 시 유리조각이 작업장내로 흩어지거나 원․부자재 등으로 혼입되
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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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배점)
평가
결과

(0~3점)

비 
고

채광 및 조명 

9.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육안확인이 필요한 조도(540룩스 이상)를 유지하여
야 한다. (0～1점)

10.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
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0～1점)

부대시설

- 화장실, 탈의실 등

11. 화장실,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
며,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0～2점)

12.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
니 하도록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0～2점)

위생관리

작업 환경 관리 

- 동선 계획 및 공정간 오염방지

13. 원․부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0～2점)

14.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
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0～3점)

15.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 수칙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3점)

- 온도․습도 관리

16. 제조․가공․포장․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0～1점)

- 환기시설 관리

17.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
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0～1점)

- 방충․방서 관리

18.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0～2

점)

19. 작업장은 방충․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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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배점)
평가
결과

(0~3점)
비 고

20. 작업장내에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 공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며, 작업 종료 후 식품취급시설 또는 식품에 직․간접적
으로 접촉한 부분은 세척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0～1점)

개인 위생 관리

21. 작업장내에서 작업중인 종업원 등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0~2점)

폐기물 관리

22. 폐기물․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장소에 설치․운영하며, 폐기물 등
의 처리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아니 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폐기물 등을 처리․반출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야 한다. (0～1점)

세척 또는 소독 

23. 영업장에는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
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0～1점)

24. 세척․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한다. (0～1점)

25.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0～

3점)

․ 종업원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작업장 주변
․ 작업실별 내부
․ 식품제조시설(이송배관포함)

․ 냉장․냉동설비
․ 용수저장시설
․ 보관․운반시설
․ 운송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
․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
․ 환기시설 (필터, 방충망등 포함)

․ 폐기물 처리용기
․ 세척, 소독도구
․ 기타 필요사항

26.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0～3점)

․세척․소독 대상별 세척․소독 부위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세척․소독 책임자 
․세척․소독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
․세제 및 소독제(일반명칭 및 통용명칭)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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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점)
비 고

27.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0～1점)

28. 세척 및 소독의 효과를 확인하고, 정해진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0～3점)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제조시설 및 기계․기구류 등 설비관리

29. 식품취급시설․설비는 공정간 또는 취급시설․설비 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
니 하도록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
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0～3점)

30.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
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보관하여야 한다. (0～3점)

31.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시설에는 온도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를 설
치․구비하거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른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0～2점)

32. 식품취급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0～1점)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33.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이하(다만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는 5℃이하 보
관 등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
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0～2점)

용수관리

34.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
야 한다. (0～3점)

35.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
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
시할 수 있다. (0～3점)



- 31 -

평 가 내 용(배점)
평가
결과

(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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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부
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수 및 오염여
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1점)

37.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자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0～3점)

38. 비음용수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교차되거나 합류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0～1점)

보관․운송관리

구입 및 입고

39.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
자재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0～2점)

협력업소 관리

40. 영업자는 원․부자재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
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
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0～1점)

운송

41.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 등과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송차량
(지게차 등 포함)으로 인하여 운송제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0～1점)

42. 운송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0～1점)

보관

43.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출고상황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0～1점)

44.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관리 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아니 
하도록 적재․관리하여야 한다. (0～1점)

45. 부적합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명확하
게 식별되는 표식을 하여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0～1점)

46.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
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취급하여야 한다. (0～1점)

검사 관리

제품검사

47.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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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검사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0～2점)

․ 검체명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 검사 년월일
․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 판정결과 및 판정년월일
․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 기타 필요한 사항

시설 설비 기구 등 검사

49.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검사용 장
비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외부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0～2점)

50. 작업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공중낙하세균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측정․관리하
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시설․제품의 특수성, 식품이 노출되지 
아니 하거나, 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취급하는 등 작업장의 청정도가 제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점)

회수 프로그램 관리

51.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회
수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0～2점)

52.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제품별 생산장소, 일시, 제조라인 등 
해당시설내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 제품추적을 위한 코드표시 또는 
로트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0～2점)

종합 평가

점수 합계

<판정기준>

지정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71점 

이상에서 84점 이하는 보완, 70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71%에

서 84%이하는 보완, 70%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정기 조사․평가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

정․보완하도록 조치하되, 84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

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

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

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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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 거래실적을 반영한 외상거래 신용한도 부여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농식품의 유통효율화를 위하여 ◎◎◎거래 정산소를 통해

구매사에 대하여 외상거래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3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외상거래

구매여신을 제공하여 현금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30일 현재 ㈜

○○○○ 등 29개 업체에 신용부 외상구매한도 8,802백만원을 공여하고 있으며,

동 29개 업체의 2014년 연간 ◎◎◎ 거래실적은 119,674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 정산소 운영지침」제14조(신용구매한도 운영)에 따르면 신용부

외상구매한도는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등급(KED등급, AR등급,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등급, 기업어음등급), 기업 형태·규모(코스피․코스닥 업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 매출액 500억원이상 외감법인,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한 외감 법인,

매출액 200억원이상 외감법인)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가 설립되어 운영한지 6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구매사의 거래규모, 신용도 등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거래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상거래 구매한도 설정에 반영하여 거래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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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 정산소 운영지침」은 2009. 11. 23. 수립된 “구매사에

대한 신용구매한도 부여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2011년 12월 16일 제정된 이후

2015. 4. 28.까지 3차례 개정된 바 있지만 구매사의 ◎◎◎◎◎◎ 거래규모,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신용구매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채 ◎◎◎◎◎◎ 설립 당시

수립된 “구매사에 대한 신용구매한도 부여기준”의 운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설립 초창기에는 거래업체수가 많지 않아 거래실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신용등급, 기업형태․규모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기준으로 신용부

외상구매한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 거래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표 1]의 같이 외상구매 거래한도 1,000백만 원의 20배의

거래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주)○○○○’의 신용구매한도는 200백만 원만 부여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융자업무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용대출한도 5,000백만 원의

4%에 불과한 실정으로 ◎◎◎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융자업무지침의 신용

대출거래한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구매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표 1 ] 거래실적이 우수한 업체 (2015.4.30. 기준)

(단위:백만원)

업체명
외상구매한도금액

 (신용금액)

◎◎◎ 거래금액

(2014년)
신용등급 ※신용대출한도

㈜○○○○ 1,000 (200) 19,642 AR3 5,000
○○○○㈜ 1,460 (200) 21,586 AR4+ 1,000

※ 공사 자금융자업무지침의 (부분보증서) 신용대출한도임.

조치할 사항 ◎◎◎◎◎◎장은

신용부 외상구매한도 부여시 거래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거래실적 등을 고려한 별도의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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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 응용프로그램 위탁운영용역 관리 불철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전산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신규 기능개발

및 기능개선, 외부기관 전산연계 및 기존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위해 위해서

◎◎◎◎◎◎ 응용프로그램 위탁운영용역5)(이하 ‘위탁운영용역’ 이라함)을 추진

하고 있다.

위탁운영용역 제안요청서6)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따르면 위탁운영용역

수행업체는 사업수행 계획서 등 용역산출물 제출 시 위탁운영 용역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등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

하면서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용역 진행

상황의 모니터링을 위해 위탁운영용역의 과제와 해당 과제의 이행 정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탁운영용역을 추진하면서 [표 1]과 같이 기능

개선 과제에 대해서 이행 정도를 해당 과제별로 완료 또는 미완료 등으로만 위탁

5) ◎◎◎◎◎◎ 응용프로그램 위탁운영 용역

- 업체명/기간/소요예산 : 주식회사 ○○○(대표 ○○○)/ ’15. 1. 1. ∼ 12. 31.(1년간)/ 889,000천원.

6) 2015년 ◎◎◎◎◎◎ 응용프로그램 위탁운영용역 계획(안) 보고(◎◎◎◎◎◎-3589, 20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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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용역 수행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사 담당자가 과제 이행 정도에 대해 명확

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과제별로 추진 일정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의 이행여부 점검이나 변경 또는 삭제된

요구사항의 적절한 처리절차 수행여부에 대해서 용역 검·인수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범위 비교표”,

“요구사항 추적표” 등의 용역산출물을 활용하여 분석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각 단

계별로 이행정도에 대해 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탁운영용역 수행업체에서 ‘범위

비교표’나 ‘요구사항 추적표’ 등의 산출물 작성이 미흡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1] ◎◎◎◎◎◎ 위탁운영용역 기능개선 및 신규구축 과업 예시

구   분 상세 내용

기능개선
- ◎◎◎◎◎◎◎◎ 간 계약, 수발주 기능 고도화
- 유치원 ◎◎◎◎ ◎◎◎◎시스템 내 계약모델 고도화
- 운영자 시스템 세부 기능개발 및 개선 내역 등

신규구축
- 전자입찰 적격심사 계약시스템 구축
- 신규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표 2] ◎◎◎◎◎◎ 위탁운영용역 요구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용역산출물 예시

구   분 상세 내용

범위 비교표

요구사항 추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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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 전산시스템 위탁운영용역 추진 시 용역 진행 상황의 모니터링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역산출물을 제공받아, 과업 이행사항에 대한 단계별 점검

및 검·인수 등에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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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 전산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불철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사이버상 농수산물 직거래 구현으로 유통비용 절감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09년부터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5조(과태료)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접근 권한의 관리)에서는 개인

정보처리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서는 개인정보를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접속기록7)의 보관 및 점검)에서는 개인

7) 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해 식별자, 접속일시 등 접속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ID, 날짜 및 시간, 접속자IP주소,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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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 ◎◎◎◎◎◎◎◎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송·수신

또는 보조저장매체 저장 시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으며, ◎◎◎◎◎◎◎◎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등

◎◎◎◎◎◎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대부분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 관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장은

① ◎◎◎◎◎◎◎◎ 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송·수신 및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한 전달 시 반드시 암호화하여 운영토록 하시고,

② ◎◎◎◎◎◎◎◎시스템 등 ◎◎◎◎◎◎에서 운용중인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시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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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 웹사이트 구축 시 표준기술 준수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신 유통경로 확대를 통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 구축사업8)의 조기정착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해 외식업 등 음

식료품 대상 식재료 전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신속한 주문·배송 시스템

및 관련 업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본거래

및 서비스 구축」용역9)을 추진하였다.

◎◎◎ 본거래 및 서비스 구축 제안요청서 요구사항10)에 따르면 서비스 접근 및

전달분야11),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보안 분야 등 각 분야별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운용의 용이성 중 입력장치 접근성에 따르면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8) ◎◎◎ 구축사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용 직거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식자재 공급시스템 구축사업

9) ◎◎◎ 본거래 및 서비스 구축 추진계획(◎◎◎◎◎◎-3727호, 2014.11.04.)

- 기간/예산/업체명 : ’14.12.29∼’15.04.28(4개월간)/ 660백만원(○○○○○ 주식회사)

10) ◎◎◎ 본거래 및 서비스 구축 제안요청서 요구사항(COR-001, 표준 제약사항)

11) 서비스 접근 및 전달분야

-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방식 사용 : 대민 서비스용 시스템에서 특정 브라우저

용 내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KWCAG2.0)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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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4조 ‘웹

사이트 호환성 확보’에서는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는 경우 3종 이상의 인터넷웹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운영 중인 ◎◎◎ 시스템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7버전에서 상품구매가 불가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키보드만을 사용하여 상품구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익스플로러 9버전에서는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이용이 불가하여 고객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 ◎◎◎ 시스템 오류 사례

오류 내역 오류 화면

IE(인터넷 익스플로러) 7 버전 

환경에서 상품 선택 후 바로구매 

버튼 클릭 시 구매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상품 주문이 불가함 

IE(인터넷 익스플로러) 9 버전 

환경에서 키보드만을 이용하여 

포커스를 이동하여 메뉴 또는 

상품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나 

키보드 운용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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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 시스템의 고객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가

키보드만을 사용하여 상품 구매가 가능토록 조치하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에

따라 상품구매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지침에 의거 시스템을 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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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지자체연계 홍보판촉 활동을 통한 ◎◎◎쇼핑몰 거래 활성화에

기여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경영지원처

모 범 부 서 ◎◎◎◎◎◎

모 범 내 용

◎◎◎◎◎◎에서는 2009. 10월부터 11개 부류, 2,166개 품목의 친환경농수산물,

1,964 품목의 지역특산명품, 146개 종류 전통주의 판로개척을 위해 ◎◎◎쇼핑몰을 운

영하고 있으며, 아래 표 1 과 같이 ◎◎◎◎◎◎◎ 예산을 보조 받아 판촉·홍보 사업

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표 1] ◎◎◎◎◎◎ ◎◎◎쇼핑몰 정부·지자체 예산 보조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교부처 사업명 예 산

2013 ◎◎◎◎◎◎◎ 식품산업과 농특산물 e-쇼핑몰 홍보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30

2014 ◎◎◎◎◎◎◎ 식품산업과 농산물판매활성화 e-쇼핑몰 판촉 홍보 지원 사업 20

2015 ◎◎◎◎◎◎◎ 식품산업과 농산물 e-쇼핑몰 판매확대 활성화 지원사업 20

◎◎◎◎◎◎◎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농특산물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취약하여 제주도내 J마크12)를 인증받은 우수기업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12) J마크 : ◎◎◎◎◎◎◎지사 인증 공동상표

-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지사가 인증한 공동상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상품 이미지 제고, 소비자 신뢰 증대 및 품질 차별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대상품목(현재 71개 업체 등록 중) : 농수산물(169종), 전통가공식품(5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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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쇼핑몰의 민간 제휴사인

○○○○○, ○○ 등 네트워크사와 연계한프로모션행사를아래 [표 2]와 같이 2013년 3회,

2014년 2회에 걸쳐 추석, 설 명절 등 농특산물 판매 적기에 맞추어 추진하였다.

[표 2] ◎◎◎◎◎◎◎ 연계 판촉 홍보사업 추진 현황

구  분 행 사 내 용 비고(매출액 등)

2013. 7∼9월 네트워크사(○○, ○○) 연계 추석맞이 홍보 및 모음전, 추석 상품 전단지 제작 27백만원

2013.11~12월 네트워크사(○○, ○○) 연계 설 명절 시즌 출하상품 지원 프로모션 17백만원

2014. 2월 네트워크사(○○, ○○) 연계 출하상품 지원 한정판매 31백만원

2014.10~12월 네트워크사(○○, ○○) 연계 추석시즌 출하상품 지원 프로모션 92백만원

2015. 1~2월 네트워크사(○○, ○○) 연계 설 명절 시즌 J마크인증 우수상품 프로모션 93백만원

상기와 같이 판촉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참여업체의 매출실적이 ’13년 156백만원에서

’14년 319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참여업체도 ’13년 20개사에서 ’14년 28개사로

늘어나는 등 제주도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통한 ◎◎◎쇼핑몰 거래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3] ◎◎◎◎◎◎◎ 연계 농산물 판매 활성화 판촉 홍보사업 추진 결과

구  분 2013 2014 비   고

회원사 ㈜○○○○ 등 20개소 ㈜○○ 등 28개소 전년대비 40% 증가(8개소)

매출액 155,791,685원 318,910,000원 전년대비 104% 증가(163백만원)

조치할 사항 ◉◉◉◉◉◉장은

모범적인 지자체연계 농특산물 홍보·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쇼핑몰 거래활성화

에 기여한 해당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