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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16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역본부의 조직 및 인력운영, 예산
집행, 사업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내부통

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지역본부
❍ 감사범위 : 2014. 9월 ～ 2016. 4월까지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6. 4. 11. ～ 4. 15. (4일간)
❍ 감사인원 : 3명 (●●● 부장 / ◈◈◈·♡♡♡ 차장)

4. 감사 중점사항

❍ 경영관리 전반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 수출지원업무 추진의 적정성
❍ 사이버거래소 지원업무 등 유통업무 추진의 적정성
❍ 비축농산물 판매 및 수매 업무의 적정성
❍ 기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이행 사항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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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1.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수감부서 건       명 처분요구 처리할부서

조치결과

회보여부

1
◎ ◎

지역본부

국산콩 정부비축 수매사업 정산 

불철저
통보 ◳◳◳◳◳ 회보요

2
◎ ◎

지역본부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사후관리 

부적정

현지조치 ◎◎지역본부 회보불요

주의 ◘◘◘◘◘ 회보요

3
◎ ◎

지역본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정산 

불철저

시정 ◎◎지역본부 회보요

통보 ◙◙◙◙◙ 회보요

4
◎ ◎

지역본부

지역 청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으로 공사 이미지 제고

통보

(모범사례)
◶◶◶◶◶ 회보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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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국산콩 정부비축 수매사업 정산 불철저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국산콩 수급안정 정책의 일환인 2015년산 국산콩 정부수매

사업 추진에 따라 수매 대행기관인 ◍◍◍◍◍ ◎◎지역본부(이하 ‘농협’ 이라 한다)를

통해 국산콩 2,418톤을 수매비축 하였다.

◙◙◙◙◙에서 시달한「국산콩 정부수매 세부지침」의 수매사업 정산요령에

따르면 비용항목인 육상운송비 산출액은 정부 양곡운송 요율표에 의거 거리대별

운송단가와 운송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육상운송비 산출액에는 부가

가치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운송주체가 ◐◐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2.5%를 산정

하고 일반과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10%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으로부터 수매비용 정산 요청시 수매물품 인수도증, 세금계산서

등 운송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운송주체 및 정산

요청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는 육상운송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매물품 인수도증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에서 제출한 운송내역만을 근거로 육상운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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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했으며, [표 1] 에서와 같이 운송비 정산액 64,511,092원중 64,242,197원에

대해서는 운송주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2015년산 국산콩 정부비축사업 정산결과를 ◙◙◙◙◙에 보고 하여

정부 수매사업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2015년산 국산콩 정부비축 수매사업 육상운송비 정산 현황

(단위 : kg, 원)
운송비 정산액(A+B) 운송주체 확인 정산액(A) 운송주체 미확인 정산액(B)

64,511,092 268,895 64,242,197

이에 종합감사 실시기간중인 2016. 4. 12. 에 ◐◐측에 운송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요청을 통해 당초 운송주체 확인절차 없이 정산완료된 64,511,092원에 대한

운송주체를 확인하여 수매사업 정산 내역을 보완 시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국산콩 수매정산 추진시 운송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역본부에 전파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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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현지조치, 주의

제       목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사후관리 부적정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

내       용

◎◎지역본부는 관내 식품가공업체인 (주)◫◫◫◫에 식품가공원료매입자

금 100백만 원을 2014. 1. 20 에 대출실행 하였다.

◍◍◍◍◍에서 지역본부에 시달한「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르면 생산자 또는 도매시장 관계인 등으로부터 대출액 100백만 원의 125%에

해당하는 125백만 원 이상의 국산 농산물을 수매하는 것으로서 대출상환후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해당 업체의 국산 농산물 수매 의무액 달성 여부를 관리

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1]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금액 및 수매의무액

(단위 : 백만원)
업체명 대출금액(A) 수매의무액(A*125%) 대출일 상환일

㈜◫◫◫◫ 100 125 2014. 11. 20 2015. 11. 19

 따라서 ◎◎지역본부에서는 상기 업체로부터 계산서, 농가 수매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금지원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국산 농산물 수매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국산 농산물이 아닌 수매실적을 제출했을시에는 사업정산 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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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역본부에서 2016. 1. 20 에 ◍◍◍◍에 보고한 ㈜◫◫◫◫의 사업

정산 결과 보고자료에 의하면 ㈜◫◫◫◫의 수매실적은 258,377,623원으로 수매

의무액 대비 207%의 사업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중

157,713,214원은 [표 2]에서와 같이 증빙자료 내역에 중국산 및 국내산외 농산물로

기재되어 있는 실적으로서, 사업정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정산 보고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표 2]의 수매실적 157,713,214원을 과오정산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업체의 수매실적은 사업의무액 125백만 원에 못 미치는 100,664,409원으로서

사업의무액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의무액 달성업체로 잘못 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중국산 및 국내산외 농산물 수매실적

매입처 전자계산서 발행일 품 목 금액(원)

▦▦▦▦▦▦(주)▩▩▩

2014.12.31 마늘/초핑/중국산외 270건 29,649,329

2015.01.31 마늘/초핑/중국산 8,132,480

2015.01.31 청피망/초핑/국내산외 19,621,160

2015.04.30 마늘/초핑/중국산 9,811,200

2015.04.30 마늘/중/초핑/국내산외 8,060,886

2015.06.30 마늘/초핑/중국산 11,699,920

2015.06.30 양송이/다이스/국내산외 23,087,500

2015.03.31 마늘/초핑/중국산 9,531,200

2015.03.31 양파/슬라이스/국내산외 12,113,709

2015.05.31 마늘/초핑/중국산 7,758,400

2015.05.31 생강/초핑/국내산외 18,247,430

11건 157,713,214

이에 종합감사 기간인 2016. 4. 14 에 ㈜◫◫◫◫ 측에 요청하여 국산 농산물 수매

실적 99,390,700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징구하여 사업정산 실적을

보완․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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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당초 정산 및 재정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업체명 대출금액
(A)

수매의무액
(A*125%)

당초정산액
(B)

[2016. 1. 20]

재정산 금액[2016. 4. 14]

제외금액(C)
(수입산 수매)

추가제출
(D)

정산결과
(B-C+D)

㈜◫◫◫◫ 100 125 258 158 99 199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향후 정책자금 정산업무 추진시 자금용도 및 조건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정산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은

정책자금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관련자 ]

직·성명 행위당시 소속 담당업무 현근무처

대리 ◕◕◕ ◎◎지역본부 자금 융자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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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정, 통   보

제       목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정산 불철저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별 배정된 예산 범위내

에서 매장시설 설치비, 생산자 교육 및 홍보비용을 사업지침에 의거 각 항목별로

지원해 주고 있다.

1. 지원대상 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따른 사후관리 불철저

◐◐◐◐◐서 ◎◎지역본부에 시달한「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 한다) 에 의하면 사업정산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발생시에는 해당 금액을 반납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승인을 통해 재투자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3(부가가치세의 환급)

에도 사업완료후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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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는 지원대상 업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여부를 확인

하고 당 사업 지원으로 발생된 부가가치세의 환급 발생시에는 해당 금액을 반납

받거나 재투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는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지원

하였음에도 지원대상 업체의 환급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징구 등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사업정산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2015. 12. 28. 에 실시한 지원대상 업체 정산내역중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는 정산액 15,706,140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비 정산내역(`15.12.28)

(단위 : 원)
업체명 ▩▩▩▩(A) ◥◥◥◥(B) 계(A+B)

정산

금액

총정산액
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총정산액

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총정산액

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5,528,290 5,005,760 522,530 10,705,380 10,700,380 5,000 16,233,670 15,706,140 527,530

2 사업정산용 지출증빙 서류 부적정

상기 운영지침에 의하면 지원대상 업체의 사업비 지출증빙 서류는 금융기관

거래자료인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이며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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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상의 자금집행 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본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 정산결과 보고에 따르면 [표2]와

같이 일반영수증, 가매출 영수증과 같이 지침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가 아님에

도 불구하고 해당 집행액 1,777,550원을 정산액으로 인정하였고, [표 2]와 같이

행사일자와 자금집행 일자가 각각 상이하는 등 관련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2]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증빙서류에 의한 정산내역

지원대상업체 금액(원) 증빙종류 행사일자 자금집행일자

▩▩▩▩ 137,300 가매출영수증 `15.11.04 `15.11.09

◥◥◥◥
238,820 일반영수증 `15.07.10 `15.07.14

489,940 일반영수증 `15.07.21 `15.07.22

322,230 일반영수증 `15.07.29 `15.07.28

589,260 일반영수증 `15.09.01 `15.09.02

계 1,777,550 5건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부적절한 증빙서류 및 행사일자와 자급집행 일자가 상이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지원대상 업체에 재정산을 요청하여 사업비 집행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따른 사후

관리 및 부적정한 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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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지역 청년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사 이미지 제고

수 감 부 서 ◎◎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

내       용

◎◎지역본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청년인재 기업체험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본사 위주의 채용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우수 지역인재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기업도보대장정단),

청주MBC 취업프로(Good job, good start) 제작진과 함께「지역청년 취업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지역본부의 홍보분야 예산 부재, 적은 인력 여건 및 홍보채널이 한정되어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공기관, 지역대학 및 방송국과의 협업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수행으로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충북지역 대학생 70여명을 공사 청주비축기지로 초청(2015. 11. 5)하여

본부장 주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공사 소개, 농식품 산업 이해도를 제고 하였

으며, 농식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객사인 `◨◨◨◨(주)`을 대상으로 강소기업

탐방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청년 70여명이 생생한 일선 현장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신입사원 채용업무 경력이 있는 前 인사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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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취업 동향과 취업 전략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학생 개개인이 직접 일선 기업 연수에 참여가 힘든 점에 착안하여 공사

사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생 활용 수요업체를 조사하여 지역 청년에게

2개월간 단기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업실습 경험기회를 통해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상기 행사과정을 동행 취재한 청주MBC 취업지원 프로그램(Good

job, Good start, 2015. 11. 21 08시)에 방영되어 충북지역 취업지원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활동이 지역민에게 소개되는 등 공공부분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 정책에 적극 부응하였다.

더불어, 지역청년 취업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통한 충북지역 취업지원 기관

과의 지속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인재 취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민 친화 활동을 통한 공사의 윤리경영 전파 확대로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