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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16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에 대한 조직 및 인력운영,

예산집행, 사업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내부

통제의 적정성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감사범위 : 최초 마케터 파견시기인 2013. 4월～ 2016. 3월까지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6. 4. 25 ～ 4. 29 (5일간)

❍ 감사인원 : 2명

 4. 감사중점사항

❍ 조직․인력 운영 등 내부통제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수출지원 및 정보조사 등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및 정산의 적정성

❍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수출활성화 등에 기여한 모범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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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처분 요구

(통보)종류 제       목 조치결과
회보여부

1   현지조치,

주의
운영비 정산서류 관리 부적정 회보불요

2   시정,

주의

현지 및 임시직 직원 급여지급 

부적정
회보요

3  ◈◈◈◈◈
통보

(모범사례)

신선딸기 검역허용 추진으로 신규 

수출품목 발굴
회보불요

4  ◈◈◈◈◈
통보

(모범사례)

안정적 지사 개소 및 관할지역 

안테나숍 설치․운영 지원
회보불요

[ 별첨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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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현지조치, 주 의

제       목 운영비 정산서류 관리 부적정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에서는 베트남 등 관할지역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파견 및 현지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US$306,0741)의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다.

1. 특정업무비 정산서류 관리

「해외조직망 운영비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일반업무비와 특정업무비는

예산과목 해소의 세목에 의거 엄격하게 분리하여 집행한 후 정산하여야 하며,

특정업무비는 바이어 상담 등 업무추진에 따른 대민관계 접대비, 선물대 등 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산시는 접대자, 접대목적, 사용처 등을 증빙서 여백에

명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 2015년 10월 특정업무비 5건에 대하여 총 U$368.13를 집행
하고 정산한 지출결의서2) 및 정산자료를 보면, 유관기관 회의 등 적요만 지출결의

시 입력했을 뿐 접대자 및 구체적인 접대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1) 2015년  결산서, 손익계산서 기준(-32, ‘16. 1. 8)
2) 지출결의서(20151031-029-0009)



- 4 -

[표 1] 2015년 10월 특정업무비 집행 및 정산 내역

(단위 : US$)
집행일자 사용처 집행금액 집행 적요

2016. 10. 6 ◍◍◍◍◍ 43.56 유관기관 회의
2016. 10. 7 ○○○○○ 69.53 바이어 면담
2016. 10. 17 ◊◊ ◊◊◊ 94.87 홍보기관 간담회
2016. 10. 21 ●●● ●●● 76.03 수출상담
2016. 10. 27 ◈◈ ◈◈ 84.14 바이어 면담

합  계 5건 368.13 -

2. 청소비 정산서류 관리

운영비 집행 시 사무실 청소비 등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령

한 대상자로부터 현금 영수내역(지급명목, 지급액, 지급일자 등)을 당사자가 인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케 하고 영수증을 징구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지인 청소부 △△△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월 VND 1,500,000(약 7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

수령대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별첨 1]의 한국어 수령증에 서명을

받아 영수증으로 운영비를 정산해왔다.

이에 감사기간 중 특정업무비 5건에 대해서는 집행일 전후로 추진했던 사업 및

회의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부 접대자 및 접대목적 등을 명기하도록 보완하

였으며, 사무실 청소비에 대해서는 현금수령 대상자로부터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총 VND 28,821,000(약 1,440천 원) 수령했음을 [별첨 2]와 같이 현지어

확인서를 추가로 징구받아 확인·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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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감사기간 기간 중에 특정업무비 집행 및 사무실 청소비 현금지급과 관련한

정산서류는 현지에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보완하였으며(현지조치),

장은 향후 지사의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시 관련 정산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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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현지인 청소비 현금영수증(한국어)

수 령 증

  ▪ 내역 : 사무실 청소비 ( 월)

  ▪ 일자 : 2016. 〇. 〇

  ▪ 금    액 : VND 1,5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〇. 〇

수령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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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현지인 청소비 현금수령 확인서(현지어)

BIÊN BẢN XÁC NHẬN

□ Tên tôi là:  △△△
□ Ngày tháng năm sinh: 24.10.1982
□ Điện thoại liên lạc: 016-7617-1588

Tôi xác nhận là người dọn dẹp văn phòng aT Hà Nội từ tháng 1 năm 2014 đến tháng 3 
năm 2016 và đã nhận tổng số tiền 28,821,000 VNĐ như nội dung chi tiết dưới đây.

Ngày nhận Số tiền
(VND) Lý do nhận Ghi chú

28.01.2014 800,000 Dọn vệ sinh tháng 1 Phòng 1914(59.45㎡)
28.02.2014 800,000 tháng 2 〃
31.03.2014 800,000 tháng 3 〃
29.04.2014 800,000 tháng 4 〃
31.05.2014 800,000 tháng 5 〃
30.06.2014 800,000 tháng 6 〃
31.07.2014 800,000 tháng 7 〃
29.08.2014 800,000 tháng 8 〃
30.09.2014 800,000 tháng 9 〃
30.10.2014 800,000 tháng 10 〃
28.11.2014 800,000 tháng 11 〃
31.12.2014 800,000 tháng 12 〃
Tổng cộng 9,600,000 - Năm 2014
30.01.2015 800,000 Dọn vệ sinh tháng 1 Phòng 1914(59.45㎡)
27.02.2015 800,000 tháng 2 〃
31.03.2015 800,000 tháng 3 〃
29.04.2015 800,000 tháng 4 〃
30.05.2015 1,021,000 tháng 5 Phòng 1914/ 17 ngày  Phòng 1213/ 05 ngày
30.06.2015 1,500,000 tháng 6 Phòng 1213(140.95㎡)
31.07.2015 1,500,000 tháng 7 〃
31.08.2015 1,500,000 tháng 8 〃
30.09.2015 1,500,000 tháng 9 〃
30.10.2015 1,500,000 tháng 10 〃
30.11.2015 1,500,000 tháng 11 〃
31.12.2015 1,500,000 tháng 12 〃
Tổng cộng 14,721,000 - Năm 2015
30.01.2016 1,500,000 Dọn vệ sinh tháng 1 Phòng 1213(140.95㎡)
27.02.2016 1,500,000 tháng 2 〃
31.03.2016 1,500,000 tháng 3 〃
Tổng cộng 4,500,000 - Năm 2016
Toàn bộ 28,821,000 - -

 Ngày 26 tháng 4 năm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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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정, 주 의
제       목 현지 및 임시직 직원 급여지급 부적정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내       용

1. 현지직원 급여지급 부적정

에서는 ‘15년 6월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했던 ▣▣▣을 2015. 7. 7

일자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월 급여로 책정된 U$700을 7월 21일자로 지급

하였다.

「직원연봉규정」 제9조(신분 변동시 계산 방법) 1항에서는 신규채용의 경우 채용

일로부터 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해서 당월급여를 21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고용 시작일인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급여를 일할 계산

해서 합산한 급여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의 ‘15년 7월 위 직원의 고용계약 내용과 급여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6월말까지 임시직 신분의 고용이 종료되었고 7월 7일자로 정식직원으로

신규 채용했으므로 [표 1]과 같이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이후부터 월말까지 일할 계

산된 급여인 U$564.52 (‘15.7.7~7.31, 25일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급여인 U$700/월 전액을 지급한 결과 U$135.48을 과오 지급하였다.

[표 1] 현지 직원 `15년 7월 급여 과오 지급내역
(단위 : US$)

직 원 명 산출내역(A) 실제 지급내역(B) 과오 지급액(B-A)
▣▣▣ U$700/월÷31일×25일=U$564.52 계약급여 U$700/월 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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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직원 급여지급 부적정

에서는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사업비로 임시직을 채용할 경우

에는 해외조직망의 장의 재량하에 운영할 수 있다는「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

지침」제17조에 따라 현지직원 2명 외에 임시직원 1명을 사업비로 고용하고 있다.

다만 동 지침 제7조에 따르면 해외조직망의 장은 현지직원 채용시부터 관리

운영 및 신원에 대하여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로 고용한 임시

직원에 대해서도 고용기간, 해당업무, 급여조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가 2015년도에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과 ‘K-Food Fair

추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표 2]의 임시직원 고용현황을 보면, 현지에서

채용한 ◎◎◎를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임시직원으로 2015. 3월~12월까지 주 2일

근무 형태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 중 1개월을 동일 직원에 대하여

K-Food Fair 추진사업 전일 근무자(Full-time worker)로 중복계약하여 임시

직원으로 운용하였다.

[표 2] 2015년 사업비 임시직원 고용 현황

(단위 : US$)
구 분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K-Food Fair 추진사업

직원명(성별) ◎◎◎
고용 기간 2015. 3. 1 ~ 12. 1(10개월) 2015. 8. 24 ~ 9. 23 (1개월)
근무 조건 주 2일(화/목), 5시간/일 주 5일(월~금), 8시간/일

급여 $500/월 $700/월
담당 업무 위탁물류업체 입출고내역 및 정산자료 관리 K-Food Fair 업무지원 및 사후관리

이로 인해 K-Food Fair 추진사업 전일근무자로 임시직원을 운용한 2015. 8.

24 ∼ 2015. 9. 23까지 1개월분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동일한 기간 동안 고용하여

지급한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의 임시직원 급여($500)가 중복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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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현지채용 직원에게 과오 지급된 인건비 U$135.48 및 임시직

채용 직원에게 중복 지급된 인건비 U$500을 회수하시기 바라며(시정),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직원(임시직원 포함) 채용 및 급여지급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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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베트남 신선딸기 검역허용 추진으로 신규 수출품목 발굴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
모 범 부 서 
모 범 내 용

한국딸기는 아세안 수출 신선농산물 1위 품목이며,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 1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베트남 검역당국 간 딸기

검역협상은 2015년 상반기까지 답보상태로 베트남에서 한국딸기 수입은 금지되어

있었다.

베트남은 딸기 현지생산이 매우 열악하고, 수입산 딸기 또한 매우 양이 적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인 딸기가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임을 감안하여, 는 베트남 딸기시장의 잠재력과 검역상의

문제를 한국대사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달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베트남 검

역당국을 설득한 결과 신선딸기를 수입할 수 있는 검역 협상을 지원하였다.

또한 검역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베트남 검역당국 담당자를 ‘15년 10월

한국의 딸기 산지로 초청하여 검역요건을 협상을 진행한 결과, ‘16년 2월 베트남

당국의 딸기 검역허가 고시가 발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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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에서는 검역협상 기간 중 검역이 허가되면 즉시 수입이 가

능하도록 “베트남 딸기시장 현황 및 수출요령” 및 수입바이어 리스트를 수출자에

게 제공하였고, 베트남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는 13명의 바이어에게 한국산 딸기 검역이

곧 허용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제공해 수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한항공과 항공물류 단가 협정으로 물류

비(200원/kg)를 절감하는 등 한국 딸기가 베트남에 신속하게 수출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준비하였으며, 지사 자체적으로 온라인(SNS, 홈페이지) 홍보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판촉․홍보 긴급예산을 확보해서 대형마트 연계 판촉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산 딸기가 베트남 시장에 신규로 진출한 첫해 2개월

만에(‘16.3월～4월) 300천불이 수출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향후 연간 2백만불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장은 모범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한 해당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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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안정적 지사 개소 및 관할지역 안테나숍 설치․운영 지원
수 감 부 서 
처리할 부서 ◈◈◈◈◈
모범 공직자  대리 ◍◍◍◍
모 범 내 용

에서는 ‘16. 4월 현재 베트남 현지인 2명의 현지직원을 채용하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관할국가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사업과 현지 바이어

관리 등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13년 하노이 수출전문마케터 운영 당시 임시직원으로 채용한 [표 1]

◍◍◍◍의 경우에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지 바이어 및

국내 수출업체를 적극적으로 알선하였고, 사무실 운영 및 사업추진 전반을 수행

함으로써 하노이 지사가 연락사무소에서 정식 지사로 ‘15. 7월 안정적으로 개

소되는데 적극 지원하였다.

[표 1]  현지직원(◍◍◍◍) 이력 현황

구 분 생년월일 입사일자 담당 업무 비고

◍◍◍◍ - ‘13. 4. 15 (임시직)
‘15. 7. 1 (정규직) 해외시장개척사업, 정보조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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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 7월 하노이 지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베트남을

제외한  전체 관할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에 수출전진기지인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미개척 시장에 한국 농식품 수출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붙임 2]와 같이 총 US3,960천불의 한국농식품 수출입 실적을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안테나숍 운영에 기여하였다.

[표 2] 2015년  관할국가 안테나숍 설치․운영 현황

구 분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설치 도시 비엔티엔 다바오 프놈펜
설치 장소 Talat Sao 쇼핑몰 NCCC 슈퍼마켓 City Mall 쇼핑몰
운영 기간 ’15. 2월~11월(10개월) ’15. 3월~11월(9개월) ’15. 5월~11월(7개월)

수출입실적(US천$) 719 3,160 81

이로 인해 베트남은 가 ‘15년도에 안정적으로 지사로 개소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對베트남 한국 농식품 수출은 ‘14년 대비

5.7% 증가한 US460.9백만불이 수출되는 등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안정적 지사 개소를 지원하고 안테나숍

사업 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한  담당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