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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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5월 ～ 2015. 4월까지의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4. 6～4.10 (5일간)
❍ 감사인원 : 4명
- (감사반장) 부장 한순철, (감사반) 차장 김준호․이영선․김석주(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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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수감부서 건       명 처분요구 처리할부서

조치결과

회보여부

1 ◎◎◎◎지역본부
융자업무 대출한도액 산정 및 통합정보

시스템(금융) 관리 부적정

현지조치,

통보
◉◉◉◉◉ 회보요

2 ◎◎◎◎지역본부
융자업무 신용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강구 필요
통보 ◉◉◉◉◉ 회보요

3 ◎◎◎◎지역본부 수출상품화사업 정산기준 개선 필요 통보 ◈◈◈◈◈ 회보요

4 ◎◎◎◎지역본부 수출 농식품 해외인증등록 사업 개선 필요 통보 ◈◈◈◈◈ 회보요

5 ◎◎◎◎지역본부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 불철저 주의 ◐◐◐◐◐ 회보요

6 ◎◎◎◎지역본부 비축농산물 인수시 사고품 처리 불철저 기관주의 ●●●●● 회보불요

7 ◎◎◎◎지역본부 수입참깨 한글표시사항 개선 필요 통보 ●●●●● 회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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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치, 통보
제       목 융자업무 대출한도액 산정 및 통합정보시스템(금융) 관리 부적정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1. 아파트 담보 대출한도액 산정 부적정

◎◎◎◎지역본부에서는 2014.10.20.에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양파) 230백만원을

▲▲▲▲▲▲▲법인(대표자 : ●●●)에 대출하였으며, 채권보전을 위해 아파트담보

를 취득한 바 있다.

「자금융자업무지침」주택임차보증금 공제기준(최우선변제금액)을 보게 되면 부동산담보

대출한도액을산정함에있어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의 경우 방1개당 20,000천원을

공제1)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는 위 아파트담보 대출 시에 동 지침의 개정내용 인지부족

으로개정전기준을적용하여아래와 [표1]과 같이대출한도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
원이 초과 대출하였다.

2. 융자업무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미흡

금융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2014.1.15.일자로「자금융자업무지침」제4장 담보 제1절 부동산담보 4.선순위

공제금액을 아래[표2]와 같이 개선한 바 있으며, 동 지침의 주택임차보증금 공제

기준 개정내용을 보면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의 경우 방1개당 최우선변제금액을

19,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 ◈◈◈◈처에서 2014. 1. 15일자로 공제기준을 개정 (방 1개당 19,000천원 → 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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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우선변제보증금 개정내용 (해당지역만 발췌)

구     분

개정 후 개정 후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최고금액)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최고금액)

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

(1,9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처의 융자지침 개정업무 프로세스에 따르면 위와 같이「자금융자업무지침」

개정 시에는 개정내용을 공사 지침 및 통합정보시스템(금융관리)2)에 반영하기 위해

문서로 기획실 및 경영지원처에 변경 요청하고 IT지원부 통합정보시스템 금융관리

담당자와는 별도로 협의하여 개정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처에서는 2014.1.15일자로 [표2]의 우선변제보증금 기준을 개정하고도

개정내용을 ◎◎◎◎◎(◆◆◆◆◆)에 통보하지 않아 통합정보시스템(금융관리)의

데이터가 2015.4.10.현재까지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역본부 신규 금융

업무 담당자가 융자실행 등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정내용을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현지조치]

대출한도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초과 대출한 ◍◍◍원을 감사기간 중에 환수하여
현지조치 완료

[통 보]

◈◈◈◈장은 주택임차보증금 공제기준 및 표준담보비율 등 통합정보시스템(금융

관리)상에 미반영된 융자지침 내용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가 발

생되지 않도록 자금융자지침 개정 후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융자담당자가 자금 차입에서부터 배정, 융자실행(신용평가, 대출한도액 산정, 담보 등)내역을 입력하고 사후

관리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써 특히, 대출한도액 산정 등의 입력시에는 융자지침상의 공제 및 담보비율

기준 등이 [별표]와 같이 팝업창으로 떠서 융자담당자가 지침서를 확인하지 않고도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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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통합정보시스템(금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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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융자업무 신용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강구 필요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농수산식품 업체(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825억원(2014

년 채권잔액 기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51개 업체는 부분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하여 채권관리를 하고 있다.

자금융자업무지침 제5장 제1절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는 2년 초과 부분보증부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대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환(또는 연장) 부분보증부 대출 취급시에는 AR6w(ccc+)등급은 대출금의 20%이상,

AR7(ccc-)등급은 대출금의 50%이상 감액 후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처에서 2014.10.30.일자로 중소기업 지원에 적합한 신용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기존 자체평가 점수에 따른 신용등급 부여에서 전문평가업체인 ▣▣▣

용역을 통한 평가체계로 신용평가제도를 개정한 바 있으며, 제도변경에 따른 업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2.29.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2016.3.1.부터 시행키로

하고 있다.

위 개정된 신용평가제도를 적용하여 ◎◎◎◎지역본부의 기존 부분보증부 대출업

체를 동일한 재무제표(2013년 기준)로 평가하게 되면 [표1]와 같이 5개 업체가 20～

50%감액 후 대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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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개정 후 대환시 감액대상 업체

업체명

개정 전 개정 후
제도개정으로 인한

대환시 감액내역
aT자체평가

(AR등급)

KED 신용

등급
AR등급 환산

★★★★ AR6 cc AR7 50%이상 감액 후 대환

(주)○○○○○ AR5 ccc- AR7 50%이상 감액 후 대환

●●● AR5 ccc+ AR6w 20%이상 감액 후 대환

◎◎◎◎(주) AR6+ ccc+ AR6w 20%이상 감액 후 대환

◇◇◇◇◇◇◇◇◇ AR5 ccc+ AR6w 20%이상 감액 후 대환

따라서, 동 지역본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감액대환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등급차이 발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모와 해당업체가 보완․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전․후 차이점에 대한 사전안내 등의 활동이 필요하며, 금융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처에서는 지역본부 융자업무 담당자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등을 통해 관련내용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 지역본부에서는 신용등급평가제도의 개정 전․후 평가내용(평가항목

및 가중치 등) 및 등급부여 등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정보 및 이해 부족으로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전안내 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처에서도 지역

본부 금융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정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지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① 개정된 신용평가제도로 각 지역본부의 기존 부분보증부 대출

업체에 대한 사전신용평가를 완료하여 신용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기존업체 등급

변동 등 현상파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지역본부 금융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평가 개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한 후 각 지역본부에서 해당업체 대상

으로 사전안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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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수출상품화사업 정산기준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신규유망품목 개발을 통한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관할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2014년 수출상품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3)에 따르면 수출상품화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을 [표 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1] 2013∼2014년도 수출상품화사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2013년(2단계) 2014년(현지화 1∼2년차)

지원내용

□ 상품개선

 ◦ 포장디자인 개발비

 ◦ 품질개선비

 ◦ 국가별 유기농·글로벌 GAP, 특허 등 

해외인증 등록비용

 ◦ 잔류농약검사, 식품검사 등 안전성 

검사비용

□ 상품개선

 ◦ 포장디자인 개발비

 ◦ 품질개선비

 ◦ 국가별 유기농·글로벌 GAP, 특허 등 

해외인증 등록비용

□ 수출 상담활동 지원

 ◦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 수출 상담활동 지원

 ◦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 해외마케팅 지원

 ◦ 주류마켓 입점비(400만원 한도)

 ◦ 마켓테스트 관련비(400만원 한도)

 ◦ 홍보물 제작·광고비 지원(500만원 한도)

 ◦ 통역 및 판촉요원 고용비

 ◦ 판촉 및 홍보행사 관련비 

□ 해외마케팅 지원

 ◦ 주류마켓 입점비(400만원 한도)

 ◦ 마켓테스트 관련비(400만원 한도)

 ◦ 홍보물 제작·광고비 지원(1,000만원 한도)

 ◦ 통역 및 판촉요원 고용비

 ◦ 판촉 및 홍보행사 관련비 
지원비율 총 소요금액의 80% 총 소요금액의 80%
지원한도 업체당 40백만 원 이내 업체당 30백만 원 이내

3) 관련문서 : ◆◆◆◆처-324(2013.02.05.), ◇◇◇◇처-1246(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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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원내용을 근거로 최근 2개년동안(2013년∼2014년) ◎◎◎◎지역본부에서 지

원한 금액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총 184,605천원으로 2013년에는 35,348천원(1업체),

2014년에 149,257천원(5업체)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 2개년동

안(2013년∼2014년) 수출상품화사업을 지원한 업체 중 □□□□, ■■■■(주),

◎◎◎(영)을 살펴보면, 지원항목(상품개선, 수출상담 활동지원, 해외마케팅)중에

해외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저 51.9%에서 최대 79.5%로 나타나고 있어

판촉행사 등 해외마케팅에 예산집행이 편중되어 있다.

[표 2] 2013∼2014년도 수출상품화사업(2단계) 지원내용

지원

연도
업체명 품목

정산인정금액(천원)
지원액

(B*80%)

마케팅

비율(A/B)상품개선 수출상담 
활동지원

해  외
마케팅(A) 계(B)

2013 ♣♣♣♣ 녹차제품 9,054 - 35,132 44,186 35,348 79.5%

2014 ◉◉◉◉(주) 비빔고추장 6,800 6,206 23,667 36,673 29,339 64.5%

2014 ◈◈◈(영) 홍주 10,000 1,974 24,213 40,187 30,000 60.2%

2014 ㈜▣▣▣▣ 꼬막고추장 25,000 1,561 11,390 37,951 30,000 30.0%

2014 ◐◐(영) 콜라겐음료 22,152 2,678 12,567 37,398 29,918 33.6%

2014 ◑◑◑◑ 전통차류 18,123 - 19,615 37,738 30,000 51.9%

계 91,129 12,419 126,584 234,133 184,605 54.1%

※ 지원한도금액 : 2013년 4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

또한, [표 1]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상품화사업 선정업체가 지원예산을

상품개선이나 수출상담 활동에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판촉행사 등 해외마케팅에만

투입할지라도 정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공사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와 차별화되지 않고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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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출상품화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특성에 맞는 지원항목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이 필요하고,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업 R&D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상품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수출상품화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특성에 맞는 지원항목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예산이 해외마케팅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정산기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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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수출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지역본부는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품질·

고부가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자 관할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농식품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2014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4)에 따르면 인증 대상

품목을 농식품 부류 전반으로 정하고 해외 각국에 농식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인증서 취득 및 연장과 관련한 지원내용을 [표 1]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1] 2013∼2014년도 수출 농식품 인증·등록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2013년 2014년

지원기준 해외 인증취득·연장 비용의 70% 해외 인증취득·연장 비용의 90%

지원범위 관납료, 제품 시험비용, 대행사 수수료 좌 동

지원한도 업체당 20백만 원 이내 좌 동

※ 관납료 : 심사비, 등록비 등

4) 관련 문서 : 농식품부 ◌◌◌◌팀-430(2013.02.12.), 농식품부 ◌◌◌◌팀-715(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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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원내용을 근거로 최근 2개년동안(2013년∼2014년)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총 247,662천원으로 2013년에는 93,702천원(8회),

2014년에 153,960천원(15회)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 2개년동안(2013년∼2014년) 농식품 국제인증·등록

신청업체에게 지원한 항목(인증비, 대행사 수수료, 기타)중에 대행사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40.8%, 2014년 48.8%로 나타나고 있고, 업체별 대행사 수수료 비율을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주)▒▒▒▒▒▒는 13.0%인데 반해, ㈜새롬은 81.8%로 최대

68.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대행사의 기준 없는 수수료 청구와

공사의 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으며 결국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표 2] 2013～2014년도 수출 농식품 인증·등록 지원내용

업체명 인증종류 대행기관
인증비용(천원) 지원액

(B*70%)

대행료

비율(A/B)인증비 대행료(A) 기타 계(B)

2

0

1

3

◎◎◎◎ Jakim(할랄) 펜타글로벌 7,599 10,000 7,389 17,599 17,492 40.0%

◇◇◇◇ Jakim(할랄) SSB 21,524 11,836 517 33,360 20,000 34.9%

◆◆◆◆ 한국이슬람교(할랄) - 1,100 - - 1,100 770 -

□□□□□ Wares(할랄) BSR Korea 5,000 17,000 - 22,000 15,400 77.2%

■■■■ FDA테스트 BSR Korea - 2,590 5,210 2,590 5,460 33,2%

★★★★★ FDA테스트 BSR Korea - 5,618 12,582 5,618 12,740 30.8%
○○○○ FDA테스트 BSR Korea - 5,618 12,582 5,618 12,740 30.8%

▦▦▦▦▦ FDA테스트 BSR Korea - 4,144 8,856 4,144 9,100 31.8%

계(8회) 35,223 56,806 47,136 139,165 93,702 40.8%

2

0

1

4

♤♤♤

ISO9001 - 600 - - 600 540 -

NOP(USDA) - 1,500 - - 1,500 1,350 -

EU Organic - 700 - - 700 630 -

♧♧♧♧

한국이슬람교(할랄) - 1,000 - - 1,000 900 -

NOP(USDA) - 2,000 - - 2,000 1,800 -

EU Organic - 700 - - 700 630 -

▩▩▩▩ ISO22000 DNS컨설팅 6,440 16,000 - 22,440 20,000 71.3%

▧▧▧▧ FDA테스트 중소기업경영인 - 3,000 20,000 23,000 20,000 13.0%

㈜▦▦▦▦▦ FDA테스트 BSR Korea - 8,000 14,400 22,400 20,000 35.7%
▤▤▤ FDA테스트 BSR Korea - 3,319 2,281 5,600 5,040 59.2%

△△△△△ Wares(할랄)l BSR Korea 5,000 17,000 - 22,000 19,800 77.2%

▽▽▽▽ Wares(할랄) 해외인증센터 8,500 4,000 1,500 14,000 12,600 28.5%

★★★★ IFRCASIA(할랄) BSR Korea 4,000 18,000 - 22,000 19,800 81.8%

☆☆☆☆ Wares Halal 한국품질인증원 11,000 9,900 1,100 22,000 19,800 45.0%

◀◀◀◀ EU, NOP BSR Korea 7,300 5,000 - 12,300 11,070 40.6%

계(15회) 48,740 84,219 39,281 172,240 153,960 48.8%

합계 24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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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수출 농식품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사업 정산

기준 산정 시 대행사 수수료에 대해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제 21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산 인정

한도 설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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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주          의

제       목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 불철저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지역본부 관리비축부에서는 실수요자단체 또는 실수요업체에 공급하는

식품가공용 콩, 팥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가공용 콩, 팥 사후관리지침」제3조에 따르면 공사 지사는 관할지역

실수요단체 또는 실수요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지침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생시는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본사보고 및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에서는 식품가공용 콩, 팥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경우 동 지침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중점 확인함은 물론,

위반사항이 [별표]와 같은 제재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는 2014년 하반기 식품가공용 콩, 팥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4개 업체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였는데, 이들 중 “◎

◎◎◎”와 “◇◇◇◇”의 경우 [표2]와 같이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사항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제재조치 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 공급중단에 해당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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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4년 하반기 ◎◎◎◎지역본부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 점검 결과

점  검

업체수

점 검 결 과
조치 내용

위반 업체 위반 사항

39

▤▤▤▤

▧▧▧▧

▲▲▲▲

▼▼▼▼

 수불대장 미비치 및 정리미흡

수불대장 미비치 및 정리미흡

수불대장 정리미흡

수불대장 정리미흡

경고

경고

경고

경고

[표2] ◎◎◎◎지역본부 연도별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 점검 결과

연도 업체명 대표자 정비결과 사유

2012년 상반기
(2012.05.08.) - - 이상없음 -

2012년 하반기
(2012.10.05.)

- - 이상없음 -

2013년 상반기
(2013.04.30.)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등록취소 폐업신청

2013년 하반기
(2013.10.29.)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등록취소 폐업신청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2014년 상반기
(2014.04.23.)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2014년 하반기
(2014.10.13.)

◁◁◁◁ ○○○ 등록취소 폐업신청

▷▷▷▷ ○○○ 등록취소 폐업신청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 ○○○ 경고 대장 기록정리 미흡

조치할 사항     ◍◍◍◍처장은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1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2014.09.22.~현재 판매사후관리 업무 ●●●●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18 -

[별표]

원자재 공급 실수요자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위반사항 해당조항

적발회수 및 제재기준

1회 2회

[실수요업체의 경우]

1. 장부관리 및 고유번호 관리

 - 대장 미비치

 - 기록정리 미흡

 - 고유번호 미부여

2. 신고불이행

 - 휴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미신고

3. 목적 외 사용

 - 무단 타 장소 보관

 - 무단 대여행위

   (대여업체와 대여받은 업체

    모두 제재)

 - 공사가 공급한 용도 외 사용

 - 판매(유출) 행위

 - 불법유출된 원자재 구매 사용행위

   (콩나물콩으로 사용한 업체 포함)

4.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문 미 부착

5. 원산지 허위 표시

6.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기 위반

7. 기타 농수산물 가격안정 사업에

   역행하는 행위

제5조

제8조의2

제7조

제6조

제8조의4

제6조

제6조

제6조

경 고

경고

1개월 이내 공급중단

3개월 이내 공급중단

6개월 이내 공급중단

1년 이내 공급중단

경고

경고

1년 이내의 공급중단

1년 이내의 공급중단

1년 이내의 공급중단

1개월 이내 공급중단

1개월 이내 공급중단

(미신고 영업기간이 1개월 초과 

시는 그 초과기간 만큼 중단)

3개월 이내 공급중단

6개월 이내 공급중단

1년 이내 공급중단

2년 이내 공급중단

1개월 이내 공급중단

1개월 이내 공급중단

2년 이내의 공급중단

2년 이내의 공급중단

2년 이내의 공급중단

※ 1. 2회 적발 제재는 위반사항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동일사항을 위반 시 적용

2. 위반사항 제재조치 시효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까지임

3. 3회 이상 적발 시 제재는 2회 적발 시 제재기준을 적용

4. 위반사항이 일시에 2개 이상인 경우는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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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

주          의

제       목 비축농산물 인수시 사고품 처리 불철저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처(◼◼◼◼부)는 양념채소류, 특작류, 과실류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본부에서는 참깨 등 비축농산물의 보관 및 판매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제25조에 따르면 본선 사고품은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따라 판매 대상품은 지사장이 우선 판매․출고하고, 폐기 대상품은 본사

지침에 의거 폐기 또는 보험사 인수 등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처에서는 수입농산물의 비축기지 입고시 검정기관의 검정결과

본선사고품으로 판정된 사고품이 발생되어 관련 검정기관의 확인 결과를 지역

본부에서 보고하였을 때는 자체 폐기 또는 보험사 인수 등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본부에 신속히 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처에서는 ◎◎◎◎지역본부에서 본사의 입고지시5)에 따라 신규 입고된

수입 참깨의 품위조사 결과 본선사고품으로 판정된 사고품에 대하여 [표1]과 같이

5) ●●●●처-4341호(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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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6)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완료하였음에도 조속한 판매를 지시

하는 별도의 문서 시행 없이 수침분 참깨를 판매토록 안내하는 핸디메일만을 발

송하고 판매현황 점검 등 조속한 판매를 독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1] ◎◎비축기지 본선사고품 발생현황

품명 모선명 산지 입고기간
입고량

검정 결과 
수량(bag) 중량(kg)

참깨 ■■■■ 인도
’14.9.12~1

5
2,930 87,900 40bag 1,200kg 본선 사고품(수침) 판정  

그 결과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본선사고품의 판매를 추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품 발생 보고일로부터 207일, 본사 안내 이후 59일이 경과한 2015년

4월 9일에 판매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앞으로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에 따라 본선

사고품 발생시 조치사항을 문서로 시달하고 판매현황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 ◎◎◎◎지역본부-2387(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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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수입참깨 한글표시사항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처

내       용

●●●●처(◼◼◼◼부)는 양념채소류, 특작류, 과실류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팀에서 비축농산물의 효율적 수급 안정과 양질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수입 비축농산물 품위규격(등급화) 개선(안)7)”에 따르면 기존 1개 규격으로

도입되던 참깨를 아래 [표1]과 같이 일반규격품과 규격강화품으로 구분하여 도입토록

하였다.

[표1] 수입 참깨 규격개선 내역

항   목 일반규격 규격강화

이물 0.5% 이하 0.2% 이하

미숙립등 0.5% 이하 0.3% 이하

이종피색 1.0% 이하 0.3% 이하

또한 2014년 도입계약 및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일반규격품과

규격강화품은 도입시 평균 톤당 미화 107달러의 도입 단가 차이가 있으며, 판매 시

에도 규격강화품이 일반규격품에 비하여 최저가 기준 kg당 100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7) ▢▢▢▢팀-1859(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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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4년 △△△ 수입 참깨 도입 계약 및 판매 단가

구 분
일반규격(A) 규격강화(B)

최고가 최저가 평균 최고가 최저가 평균

도입 계약 USD2,520/톤 USD1,768/톤 USD2,050/톤 USD2,577/톤 USD1,813/톤 USD2,157/톤

판매  5,010원/kg 3,950원/kg 4,305원/kg 5,030원/kg 4,050원/kg 4,306원/kg 

따라서 수입 비축농산물 규격개선의 시행 취지와 규격강화 및 일반규격으로 구분

되어 도입 및 판매되는 현황을 감안할 때 수입 참깨는 도입 시점부터 보관, 판매에

이르기까지 규격강화품을 일반규격품과 분리하여 구분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에서 시행한 참깨 구매입찰유의서 상의 “원산지표기 및 한글표기

사항”은 두개 등급의 구분 표시 없이 [별표]와 같이 동일한 표기사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비축기지 현장점검시 참깨는 모선별로 일반규격과 규격강화품으로 구분

적재하여 보관․판매하고 있기는 하나, 육안으로는 규격강화품과 일반규격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규격강화품 분리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 규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규격강화품과 일반규격품을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하여 보관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매자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포장(인쇄)를 달리 하도록 구매입찰유의서를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