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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국영무역사업 관련 2012년 감사원 감사 및 2013년 성과감사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상황 점검

❍ 비축농산물의 도입, 보관, 판매 추진실태 및 비축기지 시설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대안 마련

❍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전문가를 외부감사인

으로 참여시켜,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비축기지 설계에서 시공까지 업무

프로세스별 미비사항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식량관리처(◁◁부)
❍ 감사범위 : 2013년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6. 15. ～ 6. 26.(10일간)
- 외부감사인은 감사기간 중 5일간 참여(2015. 6. 22. ～ 6. 26.)

❍ 감사인원 : ㉠㉠㉠ 부장 등 5명(감사연인원 25명)
- 내부감사인(4) : 부장 ㉠㉠㉠, 차장 ㉡㉡㉡․㉢㉢㉢․㉥㉥㉥

- 외부감사인(1) : ㉣㉣㉣㉣㉣㉣㉣ ㉣㉣㉣㉣ ㉣㉣㉣㉣ ㉣㉣㉣

4. 감사중점사항

❍ TRQ 물량 운영계획 수립 적정성
❍ 구매입찰․도입․보관․판매 단계별 업무처리절차 적정성
❍ 비축농산물 품위확인시스템(선적지, 도착지, 비축기지) 운영 적정성
❍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추진현황 점검
❍ 감사원 감사 및 자체 성과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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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수감부서 건       명 처분요구 처리할 부서

조치결과

회보여부

1
▽▽▽▽▽

▼▼▼▼▼
비축기지 건설공사 설계 불합리 시정 ▼▼▼▼▼ 회보요

2 ▽▽▽▽▽
비축기지 경비용역 예정가격 산출 

부적정
시정 ▽▽▽▽▽ 회보요

3 ▽▽▽▽▽ 비축농산물 구매규격 재설정 필요 통보 ▽▽▽▽▽ 회보요

4 ▽▽▽▽▽ 비축농산물 반송기준 고지 필요 통보 ▽▽▽▽▽ 회보요

5 ▽▽▽▽▽
콩나물콩 예정가격 설정을 위한 

품위검사 개선 필요
통보 ▽▽▽▽▽ 회보요

6 ▽▽▽▽▽
정부수매와 연계한 신개념의 수출

시스템(SBS) 구축

통보

(모범사례)
▼▼▼▼▼ 회보요

7 ▽▽▽▽▽
콩나물콩 선적지 검품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불만 감소

통보

(모범사례)
▼▼▼▼▼ 회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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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정 요 구
제       목 비축기지 건설공사 설계 불합리

수 감 부 서 ▽▽▽▽▽,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부대시설인 비축기지 대부분이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화함에 따라 저온

설비 등을 갖춘 현대시설로 개선하고, 전국에 산재한 12개 비축기지를 5개 권역

으로 물류거점 지역에 통·폐합하는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 추진 현황

현행 비축기지(12개) 현대ㆍ광역화(5개 권역) 권 역 현행기지 현대화·광역화

Ⅰ권역

노량진, 

평택,이천 

인천

중부권 현행유지

노량진은 김포터미널로 

이전건축(수협)

 - 11,561㎡(3,497평)

Ⅱ권역 청주,회덕
충청권 이전 ․통합

 - 10,199㎡(3,085평)

Ⅲ권역 전주,광주
호남권 이전 ․통합

 - 10,705㎡(3,238평)

Ⅳ권역 안심,이현
대구·경북권 재건축·통합

 - 10,402㎡(3,147평)

Ⅴ권역 학장,노포
부산·경남권 이전․통합

 - 10,440㎡(3,158평)

 ※ 출처 : ▽▽▽▽▽ 자료 재구성

위 사업수행을 위해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3년 비축기지

건립공사 설계용역 입찰을 추진한 결과 대구·경북권(이하 ‘대경권’) 비축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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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호남권은 ㈜●●●●●●●●●●●●●●사무소, 충청권은

㈜◎◎◎◎사무소에서 용역을 수주하여 설계가 완료 되었으며, 부지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건축공사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남권 비축기지를 제외하고

아래 [표3]과 같이 대경·충청권의 비축기지 건축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비축기지(대경, 호남, 충청권) 건립공사 설계용역 현황

구    분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업 체 명 ㈜○○○○○○○사무소 ㈜●●●●●●●●●●●●●● ㈜◎◎◎◎사무소

계약기간 ’13.12.30. ~ ’14. 6.27. ’13.12.30. ~ ’14. 6.27. ’13.12.30. ~ ’14. 6.27.

계약금액 641,520,000원 706,571,000원 691,020,000원

 ※ 출처 : 경영관리처-9405호(2013.12.27.)

 ※ 부산·경북권 비축기지 설계용역 : ㈜○○○○○○○사무소(’15. 3. 27 ~ 12. 6, 601,920,000원)

[표 3] 비축기지(대경, 충청권) 건축공사 시공계약 체결 현황

구    분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업 체 명 ㈜◇◇◇◇ ◆◆◆◆◆◆㈜
인허가 지연으로 

시공업체 미선정
계약기간 ’15. 2. 1. ~ ’16. 5. 25. ’15. 1.15. ~ ’16. 5. 8.

계약금액 10,480,211,000원 10,451,729,260원

 ※ 출처 : 경영관리처-9405호(2013.12.27.)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

보, 기둥, 바닥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 내화도료의 적용기준에서는

4층 또는 높이 20m이하의 시설은 보, 기둥에 대해 1시간 내화도료를 적용토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화페인트와 내화피복제가 동일한 내화기준을 충족한다면 내화피복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내화페인트는 철골부재가 노출이 되는 계단실, 기계·

전기 실 등 유지보수 및 미관상 중요부위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철골부재가 직접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내화피복재를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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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에서는 신규 건설추진 중인 비축기지의 내화도료를 적용하면서

충청권 비축기지는 전체면적의 99% 이상을 내화피복재로 적용하였으나, 대경권과

호남권 비축기지의 경우 아래 [표 4]와 같이 동일한 내화기준을 충족하는 내화

피복재와 내화페인트를 혼용하여 적용하였다.

[표 4] 비축기지별 내화도료 적용 현황

(단위 : ㎡, 원)

구    분 충청권 비축기지 대경권 비축기지 호남권 비축기지 비  고

내화페인트

수량(㎡) 72 6,429 8,303
부착성이 높아 

유지관리 및 

점검 용이

단가(원) 15,775 14,905 42,493

소계(원) 1,135,800 95,824,245 352,819,379

내화피복재

수량(㎡) 14,118 5,695 5,618
내화페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함

단가(원) 2,365 2,234 4,500

소계(원) 33,389,070 12,722,630 25,281,000

합    계 34,524,870 108,546,875 378,100,379

  ※ 출처 : 경영관리처-9405호(2013.12.27.)

  ※ 충청·대경권 비축기지는 시공계약 단가, 호남권 비축기지는 시공계약 미체결로 설계내역 반영

그 결과 현재 상기 [표4]와 같이 내화페인트와 내화피복제를 혼용하여 적용한 채

비축기지 건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아래 [표 5]과 같이 내화페인트 적용면적을

최소한으로 산정하고 그 외 부분은 동일한 내화기준을 충족하나 단가가 저렴한

내화피복재를 적용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소요예산을 재산정한 결과 330백만 원1)의

예산이 과다지급 될 수 있는 실정이다.

[표 5] 비축기지별 내화페인트 적용면적 추정 산출(계단, 전기·기계실 등)

(단위 : ㎡)

구    분 충청권 비축기지 대경권 비축기지 호남권 비축기지 비 고

내화페인트 적용 면적 72 1,199 1,358 나머지 면적은 내화

피복재 적용전 체 면 적 14,190 13,032 13,921

  ※ 충청권 비축기지는 기존 내화페인트 적용면적을 준용

  ※ 내화페인트 적용 면적 산출기준 : 계단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등

1) 예산절감액 : 330,130,715원 (대경권 비축기지 66,269,330원, 호남권 비축기지 263,861,3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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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비축기지별 내화도료 적용변경을 통한 예산절감 현황

(단위 : 원)

구    분 충청권 비축기지 대경권 비축기지 호남권 비축기지 비 고

내화페인트

- 노출 부재 

적용

당초 1,135,800 95,824,245 352,819,379

계단, 기계, 전기 

및 발전기실 등 

최소한의 필요 

면적에 대해서만 

단가가 높은 

내화페인트로 

시공할 경우

변경 1,135,800 17,871,095 57,705,494

증감 - △ 77,953,150 △ 295,113,885

내화피복재

- 비노출 

부재 적용

당초 33,389,070 12,722,630 25,281,000

변경 33,389,070 24,406,450 56,533,500

증감 - ↑-11,683,820 ↑-31,252,500

합    계

당초 34,524,870 108,546,875 378,100,379

변경 34,524,870 42,277,545 114,238,994

증감 - 66,269,330 263,861,385

  ※ 충청권·대경권 비축기지(시공계약 체결 금액 기준), 호남권 비축기지는 시공계약 미체결로 

설계금액 기준

조치할  사항     ▼▼▼▼▼장은 비축기지 건설공사의 내화도료 적용에 대해

계단·전기실 등 유지보수 및 미관상 중요시되는 면적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내화

페인트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경권 및 호남권 비축기지 시공계약에

반영하여 330,130,715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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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정 요 구
제       목 비축기지 경비용역 예정가격 산출 부적정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2013년 창조 경제 아이디어로 “비축기지 경비용역 입찰공고 시

용역기초금액 통일”이 실천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각 지역본부에 경비용역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통보2)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어 2012. 1. 1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5년 1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

노동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설명자료에 따르면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 선정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으로 최저 낙찰하한율을

87.995%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처에서는 2015. 6. 1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근거로 [별표 1] “당초 경비용역 예정가격 산출내역”과 같이 예정가격을 1인당

4,456,618원3)으로 서울경기지역본부 등 8개 지역본부에 통지하였다.

2) 2014년에는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하여, 1인당 월 2,341,859원으로 통보하였음

3) 근무시간 18:00～09:00, 휴게시간 3시간, 야간근무 12시간 맞교대, 휴일근무 8시간 맞교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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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일수당 가산 오류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

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4)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축기지 경비용역의 예정가격산출 시에는 휴일수당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처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비축기지 경비원의 휴일 근무시간인

월 34.67시간에 대해 139,410원을 산정하였다.

[표 1] 기본급 및 상여금 산정내역

휴일수당 산   출   내   역

139,410원/월 
· 근무시간 : 8시간(휴일주간)×52일÷12개월 = 월 34.67시간

· 34.67시간×8,019원(시중 노임단가)×50%

나. 상여금 과다 산정

계약예규 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에서는 기본급 1,770,595원에

대해 상여금 400%를 적용함에 따라 590,198원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경비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

자료”에 따라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시간당

8,019원)로 적용하여 예정가격이 대폭 상승 할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인건비 배정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배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4)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비원, 경비원을

관리 감독하는 경비계장, 청원경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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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므로, 아래 [표 2]와 같이 야간수당 1시간 축소 및 2015년도 상여금

지급을 제한해야한다.

[표 2] 야간수당 및 상여금 조정내역

구분 당초 조정

야간수당
․ 6시간×365÷12개월÷2(맞교대) = 91.25시간

․ 91.25시간×8,019원×50% = 365,867원

․ 5시간×365÷12개월÷2(맞교대) = 76.04시간

․ 76.04시간×8,019원×50% = 304,882원

상여금 ․ 1,770,595원(기본급)×400%÷12개월 = 590,198원 -

다. 예정가격 산출내역 조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의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에는 노무비5),

경비6),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 및 연금의 경우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노무비가 변동됨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내역 중 경비 부문을 재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변동으로 인해 경비용역의 예정가격이

재산정 되어야 함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각 지역본부에 예정가격 재시달을 위해 2015.

6. 30.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아래 [표 3]의 지역본부에 계약기간을 2015. 7. 31.까지

1개월 연장하는 공문을 발송토록 조치7)하였다.

[표 3] 기본급 및 상여금 산정내역

구   분 경비인원 계약기간 비고

서울경기지역본부 6 ‘13.7.1 ~ ‘15.6.30 신규

충북지사 2 ‘14.7.1~‘15.6.30 신규

전북지사 2 ‘14.7.1 ∼ ‘15.6.30 신규

광주전남지역본부 2 ‘13.7.1 ~ ‘15.6.30 신규

대구경북지역본부 4 ‘13.7.1 ~ ‘15.6.30 신규

계 16

5)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

6)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보험료 및 연금으로 구성

7) ▽▽▽▽▽-2815호(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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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별표 2] “조정 후 경비용역 예정가격 산출내역”과 같이 위 처에서

당초 산정한 경비용역 예정가격 산출금액 4,456,618원에서 1,192,330원(휴일수당

139,130, 상여금 590,198, 야간수당 111,279, 기타 간접노무비 351,723)을 감액한 3,264,288원

으로 조정하여 228,927,360원8)을 절감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근로기준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설명자료”에 따라 경비용역 예정가격을 재산정하여 228,927,360원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산출금액(228,927,360원) : 1,192,330원×12개월×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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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당초 경비용역 예정가격 산출내역

비  목 단가 산 출 근 거 비   고

노

무

비

1. 기본급 1,770,595  
․ 야간 : 12시간×365일÷12개월÷2(맞교대) = 월 182.5시간

․ 휴일 주간 : 8시간×115일÷12개월÷2(맞교대) = 월 38.3시간

중소기업중앙회발표 제조업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15년 64,150원,1일(8h)기준, 시간당 8,019원)

2. 야간수당 365,867
․ 근무시간 : 6시간(22:00-06:00, 휴게 2시간)×365일÷12개월÷2(맞교대) = 월 91.25시간

․ 수당산정 : 91.25시간×8,019원×50%(수당)
휴게시간 : 22시~23시, 03시~04시, 08시~09시

3. 휴일수당 139,130
․ 근무시간 : 8시간×52일÷12개월 = 34.67시간(월)

․ 수당산정 : 34.67시간×8,019원×50%
근로기준법 제63조

4. 연차근로수당 80,190 ․ (8,019원×15일×8시간)÷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5. 상여금 590,198　․ 기본급×400%÷12개월 예정가격 작성기준

6. 퇴직급여충당금 245,498 ․ (1~5)÷12 근로기준법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A) 3,191,478 　

경

비

보

험

료 

및

연

금

건강보험 89,410 ․ (1~5)×3.03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국민연금 132,259 ․ (1~5)*4.5%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26,514 ․ (1~5)×0.90%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 50,082 ․ (1~5)×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

용부고시 제2014-58호)

임금채권보장보험 2,357 ․ (1~5)×0.08%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

시(고용부고시 제2013-67호)

피복비 9,500  2013년 건축물유지관리 표준단가 적용 9,500원/월

교육훈련비

장기요양보험료 5,856 ․ 건강보험료×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일반관리비에  반영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에  반영

소  계(B) 316,289 　

노무비 및 경비(C=A+B) 3,507,767 　

일반관리비(D) 175,368 ․ (C×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1항12호

이윤(E) 368,316 ․ (C+D)×10%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2항4호

부가가치세(F) 405,147 ․ (C+D+E)×10%

합   계 4,456,618 ․ (C+D+E+F)

주) 실 근무시간 : 근무시간 18:00～09:00 중 휴게시간 3시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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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조정 후 경비용역 예정가격 산출내역

비  목 단가 산 출 근 거 비   고

노

무

비

1. 기본급 1,770,595  
․ 야간 : 12시간×365일÷12개월÷2(맞교대) = 월 182.5시간

․ 휴일 주간 : 8시간×115일÷12개월÷2(맞교대) = 월 38.3시간

중소기업중앙회발표 제조업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15년 64,150원,1일(8h)기준, 시간당 8,019원)

2. 야간수당 304,882 
․ 근무시간 : 5시간(22:00-06:00, 휴게 3시간)×365일÷12개월÷2(맞교대) = 월 76.04시간

․ 수당산정 : 76.04시간×8,019원×50%(수당)
휴게시간 : 22시~23시, 02시~03시, 04시~05시

3. 휴일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

4. 연차근로수당 80,190 ․ (8,019원×15일×8시간)÷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5. 상여금 　 예정가격 작성기준, 시중노임단가 적용 예산 고려하여 미지급

6. 퇴직급여충당금 179,639 ․ (1~5)÷12 근로기준법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A) 2,335,307  　

경

비

보

험

료 

및

연

금

건강보험 65,425 ․ (1~5)×3.03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국민연금 97,005 ․ (1~5)*4.5%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19,401 ․ (1~5)×0.90%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 36,646 ․ (1~5)×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

용부고시 제2014-58호)

임금채권보장보험 1,725 ․ (1~5)×0.08%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

시(고용부고시 제2013-67호)

피복비 9,500  2013년 건축물유지관리 표준단가 적용 9,500원/월

교육훈련비

장기요양보험료 4,285 ․ 건강보험료×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일반관리비에  반영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에  반영

소  계(B) 233,987 　

노무비 및 경비(C=A+B) 2,569,294  　

일반관리비(D) 128,465 ․ (C×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1항12호

이윤(E) 269,776 ․ (C+D)×10%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2항4호

부가가치세(F) 296,753 ․ (C+D+E)×10%

합   계 3,264,288  ․ (C+D+E+F) 2872410.019

주) 실 근무시간 : 근무시간 18:00～09:00 중 휴게시간 3시간 기준으로 적용



- 13 -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비축농산물 구매규격 재설정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WTO 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과 수급상 부족한 농산물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9)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위 처에서는 2014. 6. 9. 국내 실수요자가 구매규격 미달품을 인수한 경우 불

량 농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존의 구매규격을 1등급으로 하고,

위생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구매규격에 다소 미달되나 일정수준 상품성을 유

지하고 국내시장 유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규격으로 2등급으로 설정 후 동 등급

이하는 인수거부 하는 것으로 개선10)하였다.

한편 2014년 국내산 마늘 생산량이 전년 412천톤 대비 14.2% 대폭 감소한

354천톤으로 예상된다는 통계청 발표에 따라 김장철 수요 등을 감안 시 국내수

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4. 10. 29. TRQ 마늘 5,000톤에 대해 구매입찰

을 공고하였으며, 위 입찰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5개 업체와 중국산 마늘

3,000톤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9) 수입비축 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팥(녹두), 참깨, 콩(콩나물콩), 땅콩

10) ▽▽▽▽▽-2881호(201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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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선마늘 계약내역

구분 업체명 계약물량(톤) 계약단가(원/톤) 도착기한

Soft

□□□□ 800 1,050

2014. 12. 16

㈜발해씨앤지무역 300 1,101

㈜△△△△ 1,000 1,160

▲▲▲▲ 600 1,165

Hard ㈜발해씨앤지무역 300 1,101

위 입찰과 관련하여 위 처에서는 신선마늘 주 수출국인 중국의 2014년산 품

위확인 결과 수확시기의 일기불순 등으로 전년에 비해 결점율이 높아 품위규격

1등급으로는 물량확보가 어렵고 도입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

[표 2]와 같이 2014년산 수입 신선마늘은 2등급 이상으로 구매하되, 동 등급 이

하의 품위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반송하는 것으로 입찰유의서에 명시하였다.

[표 2] 신선마늘 구매등급 변경내역

구  분
크기고르기 혼입율 중결점구 혼입율 경결점구 혼입율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Soft Stem 5.0%이하 15.0%이하 2.0%이하 5.0%이하 4.0%이하 7.0%이하

Hard Stem 5.0%이하 15.0%이하 2.0%이하 5.0%이하 4.0%이하 10.0%이하

이후 위 계약에 의거 국내도착 한 물량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

검사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결점구가 초과되었다는 사유로 2,200톤에 대해 반송

통보 하였으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2015. 1. 16. 위 처를 방문하여 중국 수출

업자가 입찰 및 계약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였고 신선마늘 반송 시에 중국

수출업자 및 농민의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재검사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 사항임을

사유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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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선마늘 규격검사 결과 및 반송내역

구분 업체명 계약물량 검사물량
중결점구 경결점구

비고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Soft

□□□□ 800 800 5.0 3.6 7.0 4.3 인수
㈜■■■■■■■ 300 300 5.0 6.2 7.0 11.2

반송

㈜△△△△ 1,000
600 5.0 6.1 7.0 9.2
100 5.0 5.6 7.0 8.8
300 5.0 6.2 7.0 8.7

▲▲▲▲ 600
300 5.0 7.9 7.0 8.4
300 5.0 5.9 7.0 9.1

Hard ㈜■■■■■■■ 300 300 5.0 8.2 10.0 18.8

그리고 위 처에서는 2015. 4. 29. 통계청에서 2015년산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결과 마늘재배 면적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20,638ha(전년대비 4,424ha, 17.7%

감소)로 발표되자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예상되어 기 판매중인 수매

마늘 잔량 1,454톤과 수입재고량 800톤에 대해 잠정 판매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2015. 6. 26. 현재 국내 신선마늘 도매가격이

4,700원/kg으로 1개월 전 3,540원/kg 대비 32.7%가 상승하였으나, 비축물량이 소

량임을 감안하여 방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표 4] 신선마늘 도매가격 동향

(단위 : 난지형 마늘, 원/kg)

구분 평년 1년전 1개월전
2015년

6.19 6.22 6.23 6.24 6.25 6.26

상품 3,467 2,948 3,540 3,960 4,040 4,160 4,260 4,600 4,700

자료원) KAMIS 도매가격정 정보

조치할  사항     ▽▽▽▽▽장은 농산물 특성상 국내외 작황에 따라 탄력적인
수급조절이 어려우므로, 구매발주 이전 주 수출국의 작황조사와 국내 판매여건

등을 반영하여 구매규격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16 -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비축농산물 반송기준 고지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WRO 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구매

입찰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

위 처에서 2014. 6. 9. 내부방침을 득한 “수입 농산물 품위규격 등급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르면 공사가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구매규격인 1등급과 인수

기준인 2등급11)으로 구분하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등급 이하로 판정된

경우 반송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의 민간 무역거래 시에는 양 당사자간에 구매규격 이하인 경우

수출과정에 투입된 비용이 과다하고 통관절차 등에 따른 시간지체로 상품성이

저하됨에 따라 상호합의로 감가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 입찰 공고 시에는 추후 발생될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찰참가자 대상으로 구매규격을 초과할 경우 감가 등 구상금을 징구하여

인수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송기준을 고지하여 구매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11) 위생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구매규격에 다소 미달되나 일정수준 상품성을 유지하고, 국내시장 유

통에 문제가 없는 규격으로 감가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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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처에서는 인수기준을 사전에 공지할 경우 해외공급업체가 구매규격이

아닌 인수기준에 맞추어 공급할 것이라는 사유로 인수기준을 공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불명확한 반송기준 운영으로 인해 [별표] “비축농산물 반송 관련 상사

중재 현황”과 같이 ‘※※※※(유)’ 등 4개 업체가 상사중재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비축농산물 구매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유의서에 반송기준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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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비축농산물 반송 관련 상사중재 현황

(해당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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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콩나물콩 판매시 예정가격 설정을 위한 품위검사방법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식량관리처, ▽▽▽▽▽

처리할 부서 ▽▽▽▽▽

내       용

식량관리처에서는 콩나물콩 판매시 정확한 품위 확인을 위해 ▽▽▽▽▽에

콩나물콩 재배시험을 요청한 후 산출된 감가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에 따르면 입찰예정가격은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

가격의 100분의 70이상 수준에서 시중가격 동향을 감안하여 본사에서 결정하여

지사에 시달하되, 규격미달품과 시중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해당품목

사업자 3인 이상에게 제출받은 견적가격과 정상품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

가격에서 검정보고서상의 품위손상율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의 70% 해당가격중

최고가격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콩나물콩 품위검사 결과는 예정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이므로,

품위검사 실시 기준을 수립하여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식량관리처에서 2014년 도입한 2013년산 콩나물콩 판매 시 ▽▽▽▽▽에

요청하여 실시한 재배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입고 시 재배시험 결과는 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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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로 농관원 발아율 검사 기준인 85.0% 시항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2014. 9. 23.

“‘14년 가격안정용 수입콩나물콩(소립) 판매계획 통보(30차)” 시 정확한 품위확인을

위해 ▽▽▽▽▽에 재배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래 [표]의 1차 검정결과와 같이

18%～30.5%의 감가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 후 판매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013년산 콩나물콩 발아율 검정 및 예정가격 산정 내역

구  분
입고시 

재배시험

1차 재배시험

(2014.09.30)

2차 재배시험

(2015.03.31)

3차 재배시험

(2015.05.14)

발아율 종합의견 발아율 종합의견 발아율 

☆☆☆ ☆☆☆☆☆1
88.8%

(2014.5.10.)
73.1% 26% 감가 85.1% 상품성이 양호 68.6%

☆☆☆ ☆☆☆☆☆ 89.3%

(2014.1.24.)
80.3% 18% 감가 85.6% 상품성에 

문제없음
67.1%

★★★★1
87.75%

(2014.4.17.)
72.8% 30.5% 감가 90.1%

상품성이 
양호함 70.5%

그리고 2015. 4. 3. 미판매 잔량은 “‘15년 가격안정용 수입 콩나물콩(소립)

판매계획 통보(11차)” 공문 시달을 위하여 ▽▽▽▽▽에 2차 재배시험을 요청한 결과

발아율이 85.1% 이상으로 기존의 1재 재배시험 결과 발아율인 72.8%～80.3%보다

높아 상품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재배시험 결과에 대한 의문

으로 추가 의뢰한 3차 재배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발아율이 기존의 2차 재배시험

결과보다 낮은 67.1%～70.5%로 나타나는 등 재배시험 시기 및 재배시험을 실시한

검정업체별로 결과 수치의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조치할 사항 국역무역처장은 앞으로 모선별로 반복되는 발아율 재배시험

의뢰시에는 동일한 공인검정사에 의뢰하는 등 검사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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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정부수매와 연계한 신개념의 수출시스템(SBS) 구축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채소특작부)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시장접근물량12)(Tariff Rate Quotas)인 고추, 마늘, 양파 등을 저율 관세로 수입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내 양파 생산량(1,590천톤)이 건국 이래 최대를 기록한 해로 수급상

과잉기조와 출하량 증가에 따라 2014년 6월의 양파 도매가격이 kg당 429원으로

평년동기 757원 대비 43% 하락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게 되자 2014. 7. 4. “‘14년산 양파 수출연계 수매비축

추진계획”을 공사에 시달하였다.

위 처에서는 정부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일본에서 MMA 쌀을 국영무역

으로 수입할 때 사용하던 동시매매입찰(SBS, Simultaneous Buy and Sell)13)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공사에서 정부수매비축사업을 실시한 이래 최초로 아래 [표]와 같이

수매와 동시에 수출하는 신 수출시스템을 마련한 후 2015. 7. 18.부터 7차에 걸쳐

양파 수매수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양파 8,117톤을 수출하여 국내시장과 격리시켰다.

12) UR 농산물협상의 예외 없는 관세 원칙에 따라 관세상당치(TE)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국

의 시장접근이 어렵게 되어 협정국들간에는 일정물량에 대해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율관세

(양허관세)를 적용한 농산물을 시장접근물량이라 함

13) 공급자(생산자)와 구매자(수출자)가 하나의 조를 이루어 규격, 포장, 운송 등 조건을 자유로이 결정하여,

정부입찰에 참여하면 생산자 판매가격과 수출자의 구매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저가순으로 낙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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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부 수매․수출의 관행과 SBS 방식 차이점 비교

기존방식 SBS 방식

생산자 수출자
정부

(비축기지)

수매 
입찰

판매 
입찰

생산자

정 부

수출자
공급계약

SBS

◦ 수매부대작업(선별, 포장 재작업) 필요

◦ 수매검사, 비축기지 운송, 보관에 시간과 비용

과다소요

◦ 운송, 보관 등 제조작으로 상품성 저하

◦ 다양한 수출조건(규격, 포장)을 충족

◦ 수매부대비용을 수출 지원금으로 활용하여

예산소요 최소화

◦ 산지 직수출로 시간단축 및 상품성유지

또한 위 처에서는 SBS방식으로 수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유통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출품의 품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를 건의한 결과 위 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 수매양파 최초로 비축기지 입고 없이 8,177톤을 성공적으로 수출

하여 1,802백만원14)의 수매비축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불안정한 농산물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과잉 생산 농산물의 시장격리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수급사업처에서 국내산 양파 수매 시 발생된 비용인 222원/kg 적용(8,117톤×222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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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콩나물콩 선적지 검품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불만 감소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품질안전부)에서는 비축농산물 계약업체가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와 계약한 검정업체를 통해 수출국 현지에서 계약물품에

대해 품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처에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비축농산물의 소비자불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전체 불만건수 316건 중 274건인 86%가 콩나물콩으

로 주요 원인은 원료변색(붉은 콩으로 변색, 18%), 발아율 저하(17%), 떡매현상15)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소비자불만 처리 현황(‘13.01~12월)

품목
접수
건수

처리상태
주요내용

완료 진행 미결 계

콩나물콩 274 274 0 0 274 발아율 저하, 원료 변색, 떡매 현상

참깨 27 27 0 0 27 껍질이 얇아 볶음 불량

대두 3 3 0 0 3 단백질 응고 불량

메밀 3 3 0 0 3 곰팡이 냄새

마늘 3 3 0 0 3 마늘 품질 편차 심함

녹두 5 5 0 0 5

팥 1 1 0 0 1 팥에 돌이 다수 포함

계 316 316 0 0 316

15) 생육과정 중 바이러스 및 생육환경 불결, 발아부진 등으로 인해 부패되어 뭉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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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 12. 9.부터 2013. 12. 20.까지 12일간 전국 공매․직배 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 안정용 농산물 품질관리 및 소비자불만 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78점을 기록함에 따라 고질적 소비자불만 품목인 콩나물콩의 도입관리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고객만족 증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위 처에서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콩나물콩 도입부서인 ◁◁◁팀

과 합동으로 학습조직인 People in Soybean을 결성하였고, 2014년 5월에는 공

급업체 및 검정업체 간담회를 통해 품질관리 공감대를 형성 후 아래 [표 2]와 같

이 발아율, 재배검정 물 온도 등 수입 콩나물콩 선적지 품위확인 매뉴얼 개정

및 규격을 강화하였고, 발아시험은 현지 국제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하였다.

[표 2] 콩나물콩 선적지 품위확인 매뉴얼 및 규격 개정

구 분 기 존 개 선

소립종 발아율 85% 이상 90% 이상

재배검정 물 온도 20∼24℃ 21±1℃ 

파렛트 랩핑 횟수 2회 이상 17회 이상

발아율 산정 기준 개정 기존 농관원 사진 자료활용 세부기준 제시로 기준 명확화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농식품 위생․안전 COMMITTEE를 운영하며

해외 선적지 자문출장 등을 통해 검사기관의 검사매뉴얼 준수 여부 평가, 검사

장비 검교정 실태를 검사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상반기 소비자 불만신고 처리건수는 75건으로 전년동기

281건 대비 73% 감소하였으며, 2014. 12. 10.부터 2014. 12. 26.까지 17일간 실시한

정부 비축농산물 품질관리 및 소비자 불만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89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1점이 상승되는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