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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15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국내 유통

구조, 수급 안정 및 자금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지역본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지역본부
❍ 감사범위 : 2014. 8월 ～ 2015. 8월까지의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8. 31～9. 4 (5일간)
❍ 감사인원 : 4명 [(○○○부장, 차장●●●․◎◎◎, ▒▒▒공사(◓◓◓ 과장)]

4. 감사 중점사항

❍ 경영관리 전반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정책자금 융자․관리의 적정성
❍ 계약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업무 추진실태

❍ 수출지원업무 추진실태
❍ 기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이행 사항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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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수감부서 건       명 처분요구 처리할부서

조치결과

회보여부

1
◉◉◉◉
지역본부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사업정산 부적정

시정 ◉◉◉◉지역본부 회보요

주의 ▲▲▲▲처 회보요

통보 ◪◪◪◪처 회보요

2
◉◉◉◉
지역본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사업정산기한 

조정 필요
통보 ◪◪◪◪처 회보요

3
◉◉◉◉
지역본부

계약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확인

부적정
통보 ▲▲▲▲처 회보요

4
◉◉◉◉
지역본부

수입쌀 통관관리업무 수행 부적정

주의 ◉◉◉◉지역본부 회보불요

통보 ▲▲▲▲처 회보요

통보 ▼▼▼▼처 회보불요

5
◉◉◉◉
지역본부

농산물 유통관리단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통보

▼▼▼▼처 회보요

◉◉◉◉지역본부 회보불요

6
◉◉◉◉
지역본부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를 통한 부실

채권 회수

통보

(모범사례)
◉◉◉◉지역본부 회보불요

7
◉◉◉◉
지역본부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 실사업무 개선

으로 고객만족 경영실현

통보

(모범사례)
▲▲▲▲처 회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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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주의, 통보
제       목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사업정산 부적정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처, ◪◪◪◪처
내       용

1. 사업의무 미이행 업체 조치 불철저

◉◉◉◉지역본부에서는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로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늘, 양파, 무, 배추 품목을 대상으로 2011년도

부터 계약재배 수매지원을 위해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말

채권잔액은 26개 업체 169억 원에 달하고 있다.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의「여신약정서」제24조(자금의 용도특약)에 의하면 대출

기간동안 매년 계약재배를 통하여 무·배추는 대출액의 220%이상, 마늘·양파는 125%이상을

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매사업실적이 사업의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수매의무액 미 이행 상당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거나 미 이행 상당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1)

[표1] 수매의무액 미이행 업체 제재규정

구분 제재내역

◦ 사업실적이 자부담 미만인 경우

- 대출금 전액회수, 2년간 대출제한

- 위약금 징수(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연체대출

금리 적용) 

◦ 사업실적이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  

  의무액에 미달한 경우

- 미 이행 상당의 대출금 회수

- 위약금 징수(미 이행 상당의 대출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1) 단, 마늘․양파의 경우는 1년차 미 이행시 대출금 회수 유예하고 2년 연속 미 이행시 2개년 중 이행실적이

큰 금액 기준 상당의 대출금 회수(관련문서 : ◪◪◪◪처-4157호/2013.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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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지역본부에서는 매년 사업기간이 종료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을

실시하고 수매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

하고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는 2013년 및 2014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에

대한 사업정산을 실시하면서 [표2]와 같이 수매실적이 사업의무액에미달한 4개 업체에

대해서미이행 상당의위약금만징수한 채, 배추 수매업체인 ‘㈜◐◐◐◐◐◐◐’’에 대해서는

사업의무액 미이행 상당 대출금 ○○○○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양파 수매업체인 ‘㈜ ◆◆◆’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사업 지침에 따라 1년차 수매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를 유예

하고 2년 연속 미 이행시 2개년 중 이행실적이 큰 금액 기준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표2] 사업의무 미이행 업체 및 미조치 내역

(단위 : 천원, %)

업체명 대출액 대출일 정산기간
사업

의무액

정산결과
회수해야 

될 금액
만기일 미조치 내용

사업실적 달성률 위약금

㈜◐◐◐◐
◐◐(배추)

○○○ 2013-06-10
2013-06-10

~2014-06-10 ○○○ ○○○ 75.8 2,200 ○○○ 2016-06-10 대출금 회수

㈜◆◆◆
(양파)

    

○○○ 2012-09-20
2013-09-20

~2014-09-20
○○○ ○○○ 74.3 1,600 ○○○ 2015-09-20

업체통보

(1년 유예)

㈜◈◈
(양파)

    

○○○ 2013-08-10
2013-08-10

~2014-08-10
○○○ ○○○ 50.7 9,220 ○○○ 2015-11-20

업체통보

(1년 유예)

㈜▣▣▣▣
(양파)

      

○○○ 2013-12-20
2013-12-20

~2014-12-20 ○○○ ○○○ 98.1 140 ○○○ 2018-12-20
업체통보

(1년 유예)

4업체 ○○○ -

2. 사업의무 미이행 업체 제재조치 개선 필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및

제31조(위약금의 징수)를 근거로 한 공사「여신약정서」제24조(자금의 용도특약)를 보게

되면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사업정산 시에 수매실적이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미 이행

상당의 대출금까지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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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 자금의 지원목적이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로 노지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라는 점과 대부분 노지채소를 취급하는 영세한 업체

임을 감안할 때 자부담이상 사업실적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위약금 징수하는

동시에 미 이행 상당의 대출금까지 회수하는 이중적 제재는 업체 경영에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 이행 상당의 대출금

회수는 감면하고, 대신 현행 적용하고 있는 2%대의 위약금리는 위약에 따른 벌적인

요소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위약금리를 일반대출금 금리 상당으로 상향 조정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역본부장은

[시정] 사업의무 미이행 업체 중 1년 유예 대상업체인 ‘㈜◆◆◆’, ‘㈜◈◈’, ‘㈜▣▣

▣▣’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서통보 하시기 바라며,

대출금 일부회수 대상인 ‘㈜◐◐◐◐◐◐◐’’에 대해서는 사업의무 미 이행상당 대

출금액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주의]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사업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지역본부 과장 ◈◈◈ ‘13. 1.28 ∼ ‘15. 9. 4 자금융자업무 ◉◉◉◉지역본부

◪◪◪◪처장은
[통보] 차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세부시행계획 수립 전에 수매실적이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위약금을 최소한 일반대출금 금리 상당의

위약금리를 적용하여 부과할 수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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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사업정산기한 조정 필요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및 수출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말 기준 채권

잔액은 40개 업체 817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동 자금의 2014년도 세부시행계획 및「여신약정서」제24조(자금의 용도특약)에 의하면

사업기간종료후 1개월이내사업정산결과를본사에보고토록되어있으며, 사업정산 시에

수출실적이 사업의무액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징수 및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에서는 매년 사업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업기간 중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을 실시하고 사업의무액 달성여부를 확인

하여 융자업무 총괄부서인 ◪◪◪◪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처에서는 기한 내
사업정산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보고독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정산 및 위약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50%이상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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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역본부의 2014년 및 2015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총 정산대상 업체 60개 중 2014년 18개 업체, 2015년 33개 업체가 사업정산

기한을 지나서 정산업무가 완료되어 정산기한 미준수 비율이 85%에 달하고 있으며,

본사 보고시기도 업체별 융자일이 각각 상이하여 보고빈도수가 잦아 행정업무가 과다

했다는 이유로 준수하지 않아서 총괄부서인 ◪◪◪◪처에서 ◉◉◉◉지역본부의 동 자금
사업정산 및 위약여부에 대해 제대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정산결과

구분
총 사업정산 

대상업체 수

사업정산 기한 

준수업체 수

사업정산 기한 

미준수업체 수
미준수 비율(%)

2014년 26 8 18 69.2
2015년 34 1 33 97.0

계 60 9 51 85.0

조치할 사항 ◪◪◪◪처장은 현행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시토록

정하고 있는 사업정산기한을 분기 단위로 일괄 정산 보고하는 등 사업정산에 따른

행정소요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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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계약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확인 부적정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지역본부는 계약상대방의 대금청구가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조 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5조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을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는 계약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징구받아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

한 후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는 [표]와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까지 등 민간위탁창고 임대보관계약 등 총 39건의 계약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공사와 거래실적이 없는 최초 계약상대자 6개 업체 6건에 대해서는 국세납세

증명서 등 납세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기존 공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20개 업체 33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납세증명서를 징구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과다한 서류징구 등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와 최초 거래 시 납세완료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계약

상대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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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약대금 지급 현황(2015. 1월~8월말)

(단 위 : 천 원)

구    분 업체수 계약건수 계약금액 비  고

납세증명 확인 6개 업체 6건 224,378 신규 계약업체

납세증명 미 확인 20개 업체 33건 3,585,378 연장계약 등

계 26개 업체 39건 3,809,756

한편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국가 채권채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채권채무조회 권한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도 체납사실 열람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계약대금 지급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계약

담당자가 계약대금 지급 전에 계약상대자의 납세완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문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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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

주  의, 통  보

제       목 수입쌀 통관관리업무 수행 부적정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처, ▼▼▼▼처

내       용

▼▼▼▼처는 양곡류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지역본부

에서는 수입물자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에서 2014.02.05. 개정한 “2014년 MMA 쌀 구매 일반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컨테이너 선적조건으로 지정된 MMA 쌀의 Free Time은 30일 이상

확보하고 도착항에서 발생될 비용(THC, Free Time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 및

CY 내 경과보관료, 전기료, 소독비 등)을 해외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에서는 입항한 MMA 쌀의 통관이 Free Time 으로

정한 3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일 해외공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Free Time 이내 통관이 지체가 예상될 경우 신속한 본사 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비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는 [별표 1]과 같이 2014. 8.25.부터 동년 12.29.

까지 평택항으로 입항된 중국산 수입쌀 28개 모선 48,308톤에 대한 통관업무를 수행

하면서 ▧▧▧▧▧▧▧▧▧원의 수입농산물 검사 지연, 지역본부 인력부족에 따른

당시 통관 담당자의 비축기지 입출고 업무 병행 수행 등의 사유로 [별표 2]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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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모선 중 17개 모선에 대하여 통관업무 지연으로 인한 컨테이너 사용료 및 부두

보관료 합계 199백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수입쌀 국정검사기간은 입항일로부터 최종 합격증 발급까지 통상 10일 내외로

소요되는데 반해 통관이 지체된 17개 모선의 국정검사 소요기간은 [표 1]과 같이

평균 35일이 소요되었고 ‘▒▒▒▒▒▒ 12’의 경우 최대 49일까지 소요되었는데 이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원 평택지원이 인력부족으로 매년 10월

부터 12월까지 수행하는 벼 수매검사와 수입농산물 검사 업무를 검사인력 1명

이 수행함에 따라 수입쌀 국정검사는 1주당 1모선 밖에 검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

함에 따라 국정검사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일 기간 중 눈, 비 등 기상악

화로 평균 15일 정도 발생하여 국정검사 실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표 1] 2014년 수입쌀 모선별 국정검사 소요기간

모선명

구분

 카로브라이트 동팡양밍
평균

2 3 4 6 7 8 9 10 11 12 13 7 8 9 10 11 12

소요일수 26 25 31 24 30 30 24 23 31 49 35 43 43 43 47 44 47 35

또한 통관지체가 발생한 2014년 9월 이후 평택항으로 입항된 물량은 [표 2]와

같이 수입쌀 48,308톤과 콩나물콩 3,000톤 합계 51,308톤으로 2013년 9월 이후 입항된

수입쌀 27,565톤 대비 1.8배에 달하여 통관 관련 업무가 가중되었다.

[표 2] 연도별 평택항 입항 물량

구  분 2013년 9월~12월 2014년 9월~12월

입항물량 수입쌀 27,565톤 수입쌀 48,308톤, 콩나물콩 3,000톤

그리고 동 기간 중 입항된 콩나물콩 8개 모선 3,000톤은 [표 3]과 같이

2014.11.19.부터 2014.12.11.까지 입항되었는데 ▼▼▼▼처 ▩▩부에서 연내 미 통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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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의 고율관세 부담이 우려되고 통관 지체에 따른 발아율 저하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콩나물콩의 우선 통관을 ◉◉◉◉지역본부에 요청하여 ◉◉◉◉지역본부는

중국산 콩나물콩 우선 통관을 추진하여 3,000톤 전량을 연내 통관완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동일자에 2개 모선 이상 입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무가 과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창고로 운

송된 20피트 콘테이너 차량의 운행대수는 1일 평균 56대로 현대오산창고의 1일

하역능력 33대를 감안할 때 하역능력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MMA 쌀 및 콩나물콩 통관진행 현황

수입쌀 콩나물콩

모선명 입항일 최종검사일 통관일 모선명 입항일 최종검사일 통관일

◨◨◨◨◨◨4 14.11.10 14.12.03 14.12.15 ★★★1 14.11.19 14.12.02 14.12.08

◨◨◨◨◨◨6 14.11.10 14.11.27 14.12.16 ★★★5 14.11.19 14.12.09 14.12.12

◨◨◨◨◨◨7 14.11.17 14.12.10 14.12.24 ★★★2 14.11.22 14.12.16 14.12.18

◨◨◨◨◨◨8 14.11.17 14.12.10 14.12.26

◨◨◨◨◨◨9 14.11.17 14.12.03 14.12.18

◨◨◨◨◨◨10 14.11.24 14.12.10 14.12.29 ★★★3 14.11.26 14.12.18 14.12.29

◨◨◨◨◨◨11 14.11.24 14.12.17 14.12.31 ★★★4 14.11.26 14.12.23 14.12.29

◨◨◨◨◨◨13 14.12.03 14.12.17 14.12.31 ★★★6 14.12.04 14.12.30 14.12.29

◨◨◨◨◨◨12 14.12.03 15.01.08 15.01.19

☆☆☆☆8 14.12.09 15.01.08 15.01.19 ★★★7 14.12.11 14.12.30 14.12.29

☆☆☆☆7 14.12.09 15.01.08 15.01.20 ◇◇◇8 14.12.11 14.12.30 14.12.31

그러나 그 당시 ◉◉◉◉지역본부의 근무인원은 정년대기 2명, 군입대 1명 등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비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비축부의 인원 부족으로 통관업무

담당자 ‘◮◮◮’에게 통관업무 외에도 민간창고 입출고 관리업무까지 부여되었는데

현대오산 등 4개 민간창고는 임차면적 확대로 인한 현장지도 및 전산 입출고 처리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국정검사 현장수검 등 통관업무를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업무가 과중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현원 차이 발생 등 인력부족으로 통관

및 입출고업무 수행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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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의 검사인력 부족에 따른 1주당 1모선 검사 방침이나 ▼▼

▼▼처의 콩나물콩 우선 통관 요청 등에 따른 수입쌀 통관 지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과 구두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유로 신속하게

국정검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지 않는 등 즉시적인 대응조치가 부족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주의] 앞으로 통관업무 추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통보] 앞으로 과도한 정․현원 차이와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현업부서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한 채용계획수립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장은

[통보] 앞으로 일정기간에 동일 지역본부에 통관물량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외자구매 입찰 시 도입 시기 조정, 입항지 및 보관창고 분산 배치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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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2014년도 평택항 MMA 수입쌀 입항 및 통관 현황 

구분 모 선 명
도 입 량 입항 및 검사 Free 

Time
만료

통관일 운 송 비고물량
(톤)

수량
(대)

입항일 검사일

1 ☆☆☆☆1 2,810 160 14.8.25 14.9.1 14.9.23 14.9.12 14.9.15-14.9.22 -

2 ☆☆☆☆2 1,880 107 14.9.1 14.9.12 14.9.30 14.9.22 14.9.23-14.9.26 -

3 ☆☆☆☆3 1,880 107 14.9.9 14.9.18 14.10.8 14.9.25 14.9.29-14.10.2 -

4 □□□1 1,000 57 14.9.15 14.9.23 14.10.14 14.10.1 14.10.2-14.10.7 -

5 ☆☆☆☆4 1,810 103 14.9.21 14.10.1 14.10.20 14.10.10 14.10.13-14.10.16 -

6 ☆☆☆☆5 2,810 160 14.9.29 14.10.7 14.10.28 14.10.15 14.10.17-14.10.24 -

7 ☆☆☆☆6 2,810 161 14.10.6 14.10.17 14.11.4 14.10.24 14.10.27-14.10.31 -

8 □□□4 2,252 126 14.10.10 14.10.24 14.11.8 14.11.7 14.11.10-14.11.12 통관지연

9 ◨◨◨◨◨◨1 2,634 150 14.10.22 14.10.29 14.11.20 14.11.13 14.11.14-14.11.19 -

10 □□□2 896 51 14.10.26 14.11.6 14.11.24 14.11.19 14.11.20-14.11.21 -

11 ◨◨◨◨◨◨2 2,634 150 14.10.27 14.11.14 14.11.25 14.11.26 14.11.28-14.12.5 통관지연

12 □□□3 2,420 139 14.11.1 14.11.18 14.11.30 14.12.3 14.12.8-14.12.12 통관지연

13 ◨◨◨◨◨◨3 1,318 75 14.11.3 14.11.21 14.12.2 14.12.11 14.12.12-14.12.16 통관지연

14 ◨◨◨◨◨◨4 540 30 14.11.10 14.12.3 14.12.9 14.12.15 14.12.17-14.12.17 통관지연

15 ◨◨◨◨◨◨6 2,370 135 14.11.10 14.11.27 14.12.9 14.12.16 14.12.18-14.12.26 통관지연

16 ◨◨◨◨◨◨7 180 10 14.11.17 14.12.10 14.12.16 14.12.24 14.12.26-14.12.29 통관지연

17 ◨◨◨◨◨◨8 480 30 14.11.17 14.12.10 14.12.16 14.12.26 14.12.29-14.12.30 통관지연

18 ◨◨◨◨◨◨9 2,370 135 14.11.17 14.12.3 14.12.16 14.12.18 14.12.30-15.1.6
통관․운송 

지연

19
◨◨◨◨◨◨1

0 2,370 135 14.11.24 14.12.10 14.12.23 14.12.29 15.1.6-15.1.12 통관지연

20
◨◨◨◨◨◨1

1 540 30 14.11.24 14.12.17 14.12.23 14.12.31 15.1.13-15.1.13 통관지연

21
◨◨◨◨◨◨1

3
2,370 135 14.12.3 14.12.17 15.1.1 14.12.31 15.1.14-15.1.20

통관․운송 

지연

22
◨◨◨◨◨◨1

2
494 30 14.12.3 15.1.8 15.1.1 15.1.19 15.1.27-15.1.27 통관지연

23 ☆☆☆☆8 2,253 131 14.12.9 15.1.8 15.1.7 15.1.19 15.1.20-15.1.26 통관지연

24 ☆☆☆☆7 540 30 14.12.9 15.1.8 15.1.7 15.1.20 15.1.28-15.1.28 통관지연

25 ☆☆☆☆10 540 30 14.12.15 15.1.14 15.1.13 15.1.26 15.1.29-15.1.29 통관지연

26 ☆☆☆☆9 1,998 111 14.12.15 15.1.14 15.1.13 15.1.26 15.2.12-15.2.17
통관․운송 

지연

27 ☆☆☆☆11 2,076 122 14.12.22 15.1.15 15.1.20 15.1.28 15.2.2-15.2.5 통관지연

28 ☆☆☆☆12 2,033 114 14.12.29 15.1.15 15.1.27 15.1.28 15.2.6-15.2.11 통관지연

계 28개 항차 48,308 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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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2014년도 평택항 MMA 수입쌀 추가 비용 발생 현황 

구분 모 선 명
선사 컨테이너 사용료 동방터미널(CY)/부두 보관료

계
지체일수

(con’t×일)
단 가 소 계 지체일수

(con’t×일)
단 가 소 계

1 ◨◨◨◨◨◨2 1,169 5,000 5,845,000 1,019 4,400 4,483,600 10,328,600

2 ◨◨◨◨◨◨3 919 5,000 4,595,000 844 4,400 3,713,600 8,308,600

3 ◨◨◨◨◨◨4 229 5,000 1,145,000 199 4,400 875,600 2,020,600

4 ◨◨◨◨◨◨6 1,644 5,000 8,220,000 1,509 4,400 6,639,600 14,859,600

5 ◨◨◨◨◨◨7 106 5,000 530,000 96 4,400 422,400 952,400

6 ◨◨◨◨◨◨8 374 5,000 1,870,000 344 4,400 1,513,600 3,383,600

7 ◨◨◨◨◨◨9 2,240 5,000 11,200,000 2,105 4,400 9,262,000 20,462,000

8 ◨◨◨◨◨◨10 2,203 5,000 11,015,000 2,068 4,400 9,099,200 20,114,200

9 ◨◨◨◨◨◨11 615 5,000 3,075,000 585 4,400 2,574,000 5,649,000

10 ◨◨◨◨◨◨13 1,971 5,000 9,855,000 1,836 4,400 8,078,400 17,933,400

11 ◨◨◨◨◨◨12 769 5,000 3,845,000 739 4,400 3,251,600 7,096,600

12 ◩◩◩◩8 1,950 5,000 9,750,000 1,819 4,400 8,003,600 17,753,600

13 ◩◩◩◩7 619 5,000 3,095,000 589 4,400 2,591,600 5,686,600

14 ◩◩◩◩10 465 5,000 2,325,000 435 4,400 1,914,000 4,239,000

15 ◩◩◩◩9 3,497 5,000 17,485,000 3,386 4,400 14,898,400 32,383,400

16 ◩◩◩◩11 1,677 5,000 8,385,000 1,555 4,400 6,842,000 15,227,000

17 ◩◩◩◩12 1,397 5,000 6,985,000 1,283 4,400 5,645,200 12,630,200

합계 17개 모선 21,844 109,220,000 20,411 89,808,400 199,02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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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농산물 유통관리단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지역본부

내       용

▼▼▼▼처는 쌀 부정유통 및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본부에서는 본사에서 위촉한 지도요원

(◉◉◉◉지역본부 소관 4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에서 2014. 9. 2. ◉◉◉◉지역본부에 시달한 「농산물 유통관리단

세부운영계획(◈◈◈◈◈처-2428)」의 내용에 따르면 관할지사는 본사에서 선정한

농산물유통관리단 지도요원과의 위임계약 체결에 따라 근태 및 보수 지급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지도요원은 수입쌀 불법 유통방지, 원산지 관리 등

지도․계도 활동 및 콩 사용업체에 대한 실물 유통시장의 점검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 2015.05.15. 수립․시행한 “2015 『농산물유통

관리단』 및 식품가공용 콩․팥 5, 6월 사후관리계획”에 따르면 점검대상 총 847

업체에 대하여 수입콩․팥 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도 아래 [표1]과 같이 지역본부

소속 직원 7명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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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식품가공용 콩․팥 5,6월 사후관리계획 

구 분 유통관리단(4명) ◉◉◉◉지사(7명) 합계

점검대상 148 699 847

위 계획에 따른 점검시 공사 직원과 유통관리단이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식품가공용 콩팥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농산물유통관리단과 ◉◉◉◉지역본부

직원의 사후관리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통관리단 운영 확대시 지역본부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현재 시범운영중인 농산물 유통관리단 운영계획 수립시 비축물자 유통관리 및

부정유통 단속관련 농산물 유통관리단 업무를 확대하여 콩․팥 사후관리를 연중

위임하여 지역본부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식품가공용 콩팥사후관리업무 추진시 연중 업무를 분산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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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를 통한 부실채권 회수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모 범 공 직 자 ◉◉◉◉지역본부 과장 □□□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과실류 수출업체인 ‘(주)▩▩▩▩▩▩▩▩▩▩’에 2014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150백만 원을 융자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

공사’가 발행한 융자액의 90%를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취득하였다.

과실류 수출업체인 ‘(주)▩▩▩▩▩▩▩▩▩▩’’은 2014년에 접어들면서 사업영역

이 전혀 다른 김치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장 등으로 인해 수출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분기말 납부해야할 이자를 연체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 부진이 감지됨에

따라 ◉◉◉◉지역본부에서는 수출신용보증약관상의 대출기관 이행조건 준수 등

보증기관 면책사유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부분보증서

담보대출에 따른 대손발생 방지를 위해 특별 채권관리 요주의 업체로 관리에 철저

를 기울였으나 이자연체가 지속됨에 따라 2015 4. 1.일자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사’에 신속하게 해당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2015. 4. 21. 수출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원금 135백만 원을

전액 회수하였다.

부분보증서 담보는 공사 책임분담분에 대해서는 물적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실 발생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채권보전을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재산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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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의 법적조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관리업무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는 ‘(주)▩▩▩▩▩▩▩▩▩▩’’의 대표이사이면서

연대보증인인 ‘▲▲▲’과 연락두절 등으로 신용대출 해당분 15백만 원의 채권회

수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동 업체 및 대표에 대한 공사의 타 지원사업 여부를

조사하여 ‘(주)▩▩▩▩▩▩▩▩▩▩’’에 지급해야 할 수출물류비 1,270,080원을 확

인하여 여신약정서 제13조(공사로부터의 상계 등)에 의거 당해 업체가 수령할 수

출물류비를 미회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다.

또한 연대보증인 ‘▲▲▲’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산조사

과정에서 ‘▲▲▲’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진행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 조치를 실시하여 권리행사를 제한한 결과

부동산 가압류 해지조건으로 나머지 보증금액을 전액 회수하였다.

동 사례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업체의 대표이사 동향과 경영실적은 물론

부실화될 경우에 대한 사전 대응방향을 정하고 적기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함

으로써 수출물류비 지원금액의 상계처리와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를 유도하여

대출금 전액을 회수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우수사례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위 사람은 부실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를

실시하여 신용대출금액을 전액 회수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모범공직자로

선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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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 실사업무 개선으로 고객만족 경영실현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지역본부(수출유통부)에서는 사이버거래소(eaT) 학교급식 확대에 따라 현장

실사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기초의 경우 기존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하여 현장실사 지연에 따른 직원에 대한 폭언 발생 등 민원발생이 빈발

하였다.

○ 공사전체 : (‘12) 990업체 → (’13) 984업체 → (‘14) 1,122업체

○ ◉◉◉◉ : (‘12) 290업체 → (’13) 319업체 → (‘14) 392업체 → (‘15.6) 256업체

  ※ 2015.6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20%↑, 공사 전체의 53% 점유

위 부서에서는는 신속한 현장실사 처리를 통한 고객이익 증진과 민원해결

위하여 기존 업무분장에 의한 전담제를 개선하여 전직원이 담당업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전직원에 대한

현장실사 요령 교육과 실사에 투입하였으며, 본사와 협의하여 aT 시니어 클럽

인력활용(3인)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별표]와 같이 현장실사 시 실사항목 및 점검내용이 적시된 체크리스트

및 실사요령을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시설기준, 청결상태 평가 등 실사자의 판단이

모호한 항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사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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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현장실사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과 처리기간이 2014년도에는 3~7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2015년도 8월 현재까지 1~2일이내 민원처리를 완료함으로써

고객민원 제로를 실현하였다

동 사례는 폭증하는 신규 사업 민원업무에 기존의 업무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업무수행 체제를 개선하여 고객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고객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가치 경영을 실천하고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현지실사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

[별표]

학 교 급 식  공 급 업 체  현 장 실 사  요 령

 사전 준비 <  내 용 >

 ① 대상 확인(현장실사표) - 현장실사 전달사항을 확인 : 주소이전 등 실사자 유의사항

 ② 방문약속(전화)

- 실사표상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방문날짜와 시간약속
- 방문날짜와 시간 약속시 사전 제출서류원본(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건증 등) 및 배송차량 1대(차량번호 확인,
  사진촬영에 필요) 대기 요청


 업체방문 실사

 ①독립된 영업장소 구비 여부
- 타업체와 시설 및 사무실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 업체 간판 확인(옥외 설치가 원칙, 현수막 등 탈부착이 용이한 
  표식 불가)

 ②작업장 용도별 분리여부 - 사무실 등 타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③작업장 바닥 관리상태 확인
-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④해충방지 시설 설치 및 청결 상태
- 작업장에서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배수구 

덮개 등) 구비 및 청결관리 여부
 ⑤위생적 보관가능 창고 구비여부 - 식품보관은 바닥으로부터 이격된 곳에서 보관하는지 확인
 ⑥냉장 및 냉동 보관시설 구비 
   및 작동여부

- 냉장․냉동시설 외부에 온도계 부착 확인

 ⑦식재료 보관상태 및 적정여부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

- 위생적으로 잘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⑧냉동․냉장탑차 보유여부
- 냉동탑차는 온도기록장치(타코메타) 부착여부 확인(운전석앞)
  * 곡류의 경우 탑차 및 온도기록장치가 없어도 됨

 ⑨종업원 건강진단 실시여부
- 보건증 확인(검진일 기준 필수항목 검진사항결과 ‘정상’ 확인)
- 현장실사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 모두 확인

 ⑩개인위상관리상태 확인(작업이 
   있는 경우)

-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등 착용여부



 사진촬영(총 12장)

○ 업체전경, 간판, 사무실, 작업장 등 4장
 - 간판(업체전경 나오게), 사무실(컴퓨터 나오게), 작업장,
   가공시설
○ 냉동, 냉장고 시설 4장
 - 냉동․냉장고 전경, 정면(문), 내부, 온도계
○ 차량 4장
 - 앞면(번호판 나오게), 뒷면(번호판 나오게), 차량화물 적재고 
   내부 또는 측면, 온도기록장치(타코미터)



 실사결과 제출

○ 실사표
 - 10개항목 적부여부 체크, 실사일시, 실사자 표시, 실사자
   의견란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
  * 10항목이 모두 ‘적’으로 표시되어야만 통과가 되며, 
   ‘부’로  표시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업체에게 사유를 설명
 ○ 사진 1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