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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3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한 정산업무 부적정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활성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업체 및 해외바이어 등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사업의 종료 후에는 사업비 정산을 직접하거나 필요에

따라 원가계산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정산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제2항을 보게

되면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1)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검증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업체의 경우 일반 원가

계산전문업체가 아닌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 사업비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공사 수출사업부서에서도 동 내용을

약정서나 공고문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1)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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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 [표]의 2017년 해외안테나숍 사업 등의 사례와 같이 3억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부추진 운영계획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계법인 등의 검증결과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없이 원가계산 전문업체를

활용한 사업비 정산방법만 명기하고 있고, 지원업체 공고문 등에도 명시하지 않아

지원업체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해당업체에서는 일반원가계산

전문업체에서 검증 받은 정산보고서만 제출하고 공사 수출사업부서에서도 일반

원가정산보고서만 징구하여 정산해 주고 있다.

[표] 3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조치할 사항

△△△△△장은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공고문 및 해당

업체와의 약정서에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정산 시 동 외부감사인 검증 정산보고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사업명 지원업체명 사업기간
보조금 

지원금액

공고문 및 

약정서 명시 

여부

외부감사인

정산보고서

제출 여부

안테나숍

운영

◈◈◈◈◈유한공사
‘17.3～11
‘17.4～11
‘17.8～11

300,000 × ×

▣▣▣▣ ▣▣▣▣ Co., Ltd ‘17.4～12 300,000 × ×

◐◐ ◐◐◐◐ Pvt. Ltd. ‘17.3.9～12.9 3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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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청년 해외개척 파일럿요원 급여 및 계약체결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지 농식품 시장 전문가

부재로 인한 개별 수출업체 시장다변화의 애로를 해소하고, 열정과 역량 있는

청년들을 농식품 수출 전문인력의 육성을 통해 다변화 대상국가에 수출업체와

공동 파견하여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7년 시장개척요원 파견 지원사업」2)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계획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파견하고 있다.

청년파일럿 선발은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1차) 및 면접(2차)을 통해 선발하여 사전교육 후 수출업체 파일럿요원과 매칭

하여 3개월 이내 파견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는 국내와 동일한 선발절차를 준용

하여 aT파일럿요원 및 관할 지사에서 현지상황에 맞춰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3)

위「시장개척요원 파견 지원사업」의 청년파일럿 선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 선발 파견자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 보험가입, 국제응급서비스 가입, 체재비4)

등의 파견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선발자에 대해서는 선발 대상자의 역량,

2) △△△△△–531호 (2017.2.15.)
3) 해외선발자의 경우는 현지국가의 상황에 맞게 8개월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음
4) 체재비 : (인도, 카자흐스탄, 남아공) $$$천원, (브라질) $$$천원, (이탈리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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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물가 수준, 워킹비자 보유여부, 주거 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할 해외지사 및 aT

파일럿요원이 급여를 책정하고 있는데 공사의「해외조직망 현지직원운영 지침」을

준용5)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1] 청년파일럿요원 파견 및 운영현황

권역 국가
상반기 인원 하반기 인원

주요임무
국내선발 현지선발 국내선발 현지선발

유럽 

@@@@ 4 1 5 지속 
이태리사무소 근무 

시장다변화사업 지원 

ㅜㅜㅜ 1
파리지사 시장다변화사업 

개척활동 지원

!!!!  1 종료 폴란드 시장개척활동 지원 

아프리카 $$$ 4 2 4 지속
남아공사무소 근무 

시장다변화사업 지원

중남미 
‣‣‣‣‣ 4 1 5 지속

브라질사무소 근무 

시장다변화사업 지원

XXX 1 종료 멕시코 시장개척활동 지원

인도·아시아

ㅁㅁㅁ 4 5
인도사무소 근무 

시장다변화사업 지원 

**** 1 지속 캄보디아 시장개척활동 

### 1 지속 라오스 시장개척활동 지원

••• 1 지속 미얀마 시장개척활동 지원

KKK 2
방콕사무소 시장다변화 사업 

개척활동 지원 

LLL 1
하노이지사 시장다변화 사업 외 

개척활동 지원 

중동·

중앙아시아

+++++ 4 1 4 지속
카작사무소 근무 

시장다변화사업 지원 

PPP 1 이란 외 중동 시장개척활동 

&& 1 지속 터키 시장개척활동 

총 계 59명 20 11 28

따라서 해외지사 및 공사 파일럿요원이 해외선발자에 대한 급여를 책정할 시에는

선발 대상자의 학력, 업무수행능력, 경력, 주재국의 동종업종 보수정도 등의 고려

사항을 공통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국가별 지급 차이의 타당성이 인정

되도록 형평성 있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5) 「해외조직망 현지직원운영 지침」 제10조(보수) ① 현지직원의 보수는 학력, 업무수행능력, 경력, 
주재국의 동종업종 보수정도를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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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외지사 및 공사 파일럿요원으로부터 보고된 청년파일럿 해외선발

계획 및 결과의 채용조건(급여)을 보게 되면 아래 [표2]와 같이 국가별 월급여 및

인센티브 등의 지급 차이에 대하여 국가별로 고려사항 기준이 상이하고 이러한 지급

차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 및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 2] 해외선발자 채용(급여)조건 현황

      (단위 : 달러)
국가 월급여($) 인센티브 등 고려사항

XXX - 없음 XXX 현지 한국기업 신입직원 급여 2,000~2,500수준 고려

$$$ - 없음 통신비, 교통비, 중식비 등 포함

### - 없음 경력 3년 10개월, 현지 경력직 채용 고려 하한선으로 책정 

**** - 없음 ✡✡✡ 현지 경력직 채용 급여수준 고려 책정 

!!!! - 없음 경력없음, 프랑스 정부고시 최저임금 고려 

&& - 없음 주거보조비, 현지 유관기관 대졸신입 월급여 고려 

@@@@ - 기본급*100% 유관기관 인턴보다 높은 수준 

+++++ - 기본급*100% 현지 한국기업 급여수준 고려

‣‣‣‣‣ - 없음 ✡✡✡ 대졸초임 고려, 교통비 및 중식대는 별도 지급 

••• - 없음 인센티브, 통신비 기타 지원없음 

한편 ‘해외지사 및 공사 파일럿요원’과 ‘해외선발 청년파일럿요원’과의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을 보게 되면 근로계약서 양식이 상이하여 멕시코 등 일부에서 체결한

계약서에는 복무 등 일부내용이 미흡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서 양식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카자흐스탄 등 일부지역에서는 ‘공사 파일럿요원’

개인과 ‘해외선발 청년파일럿요원’ 개인 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례가 있어

현지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현지 노무사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자문결과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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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①청년파일럿 해외선발자에 대한 급여책정에 필요한 공통기준

항목을 설정하시어 각 해외지사 등에서 적용토록 하시기 바라며 ② ‘파견 파일럿요원

(공사직원)’과 ‘청년파일럿 해외선발자’와의 개인 간 근로계약체결이 현지법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검토하시고, 근로계약서 기재항목에 통일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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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해외조직망 운영비 모니터링 및 정산업무 강화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해외조직망의 설치 및 운영지원과 실행예산 편성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해외조직망 운영비 예산집행 기준」등의 운영

지침에 따라 아래 [표1]와 같이 12개 지사와 2개 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다.

[표 1] 해외조직망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직명 성격 설립년도

근무인원

(파견/현지)
2017년 운영비

일본권
도    쿄

지사

‘99. 3 7명(3/4) $,$$$

오 사 카 ‘99. 3 5명(2/3) $$$

중화권

베 이 징 ‘95. 5 7명(3/4) $$$

칭 다 오 사무소 ‘06.11 5명(2/3) $$$

상 하 이

지사

‘04. 9 6명(3/3) $$$

청    뚜 ‘14.12 4명(1/3) $$$

홍    콩 ‘08. 8 6명(2/4) $$$

동남아

자카르타 ‘13. 7 6명(2/4) $$$

방    콕 사무소 ‘12. 9 4명(1/3) $$$

하 노 이

지사

‘15. 5 5명(2/3) $$$

중  동 아부다비 ‘15. 9 5명(2/3) $$$

미주권
뉴    욕 ‘93. 1 5명(2/3) $$$

L     A ‘96.10 6명(2/4) $$$

유럽권 파    리 ‘13.12 5명(2/3) $$$

계 14개소 76(29/47) 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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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직망 운영비 예산집행 기준」의 4. 전도자금의 정산 기준을 보게 되면

‘정산보고 내용 중 본 지침 및 공사 제규정에 위배한 사항은 정산을 불인정’

하도록 정하여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정산불인정 유의사항을 명시

하고 있고, 특히 일반 및 특정업무비, 협회비 등에 대한 정산기준을 아래 [표2]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2] 일반 및 특정업무비, 협회비 정산기준

 ◦ 섭외성경비 정산시는 접대자, 접대목적, 사용처 등을 증빙서 여백에 명기해야 하며, 공용

카드로 지불․정산을 원칙

   - 단,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첨부가능

 ◦ 수출간담회 비용 외 일반 및 특정업무비의 건별 지출은 미화 $$$불 초과집행 불가

 ◦ 수출진흥 및 국위선양과 관련된 사절단, 시찰단 등의 경비는 정산가능

 ◦ 협회 및 각종단체의 신규가입은 그 필요성과 단체의 성격 등을 포함한 내용을 명시하여 

대본사 사전 승인을 요함

 ◦ 선물 구입비는 증정처, 증정목적 등을 명기하여 정산

 ◦ 선물 구입비는 연 미화 $,$$$불 초과 집행불가

   - 단, 신규 바이어발굴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는 본사의 승인 후 한도 초과집행 가능

 ◦ 일반업무비와 특정업무비는 예산과목 해소의 세목에 의거 엄격하게 분리하여 집행한 후 정산

   - 단, 일반업무비 중 직원특근식대는 1인당  연 미화 $$$불 초과집행 불가    

 ◦ 특정업무비중 광고선전비 성격의 경비는 우선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비로 정산하고 

사업비 정산이 불가할 때에는 광고실물 사본을 유첨하여 정산

   - 단, 무료광고게재를 위한 사례비 및 접대비는 동 과목으로 정산불가

 ◦ 협회비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영수증 발행이 불가할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유첨하여 정산

그리고 동 지침의 정산보고 절차에 따르면 해외조직망 운영비 정산보고서를

과목별로 구분 작성하여 운영비 정산관련 ‘증빙영수증철’은 해당 해외조직망에서

보관하고 본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빙서 사본을 별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산서는 상․하반기 각 1회 제출하여 본사(△△△△△)에서 정산 완료 후 운영비

정산결과를 각 해외조직망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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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에서는 위 지침의 정산보고 내용에 운영비 정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빙서 사본을 별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지침

에서 우선 규정하고 있는 정산불인정 기준(정산보고 내용 중 본 지침 및 공사 제규정

에 위배한 사항은 정산을 불인정)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집행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부서와 해외조직 간의 운영비에 대한 상․하반기 정산내역을 보게

되면 운영비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은 받고 있으나, 소관부서(시장다변화T/F팀)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련 증빙서류의 전수 확인을 못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해외조직망은 본사와 같은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전산시스템에서

운영비 집행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동 운영비 지출결의서가 자동

으로 전산시스템에 D/B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정산 및 결산업무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장은 해외지사 운영비 집행에 대한 상․하반기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일상적 모니터링 강화와 정산 및 결산업무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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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관련 중앙안전성위원회 심의방법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농산수출부)에서는 ◇◇◇◇◇◇◇의「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대일 수출 채소류의 현지통관 원활화(전수검사 면제)를 위해

안전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2017. 9월 현재까지 안전성 위반 내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건은 [표 1]과 같다.

[표 1] 2016~2017. 9월까지 일본 수출 안전성 위반 및 제재조치 내역

No.　 위반통보일자 품목 단계 제재조치
일자 조치대상 조치세부내역

일본채소류안전관리지침 물류비지원지침

1 `16.5.24  국내 `16.6.7
◎◎◎◎ 추가등록 1년  제한

(`16.5.24~`17.5.23)
38일 감경

(`16.5.24~6.30)
(농가) ID삭제.  ID등록제한(`16.5.24~`17.5.23) -

2 `16.12.14  국내 `16.12.23
 추가등록 1년  제한(`16.12.14~`17.12.13) 경고

(농가) ID삭제.  ID등록제한(`16.12.14~`17.12.13) -

3 `17.512  국내 `17.8.24
 추가등록 2년  제한(`17.5.12~`19.5.11) 지원중단  1년(`17.5.12~`18.5.11)

(농가) ID삭제.  ID등록제한(`17.5.12~`18.5.11) -

4 `17.6.2  국내 `17.6.8
 추가등록 1년  제한(`17.6.2~`18.6.1) 경고

(농가) ID삭제.  ID등록제한(`17.6.2~`18.6.1) -

5 `17.9.13  국내 `17.9.29
◎◎◎◎ 추가등록 1년 3개월  제한(`17.9.13~`18.12.12) 경고

(농가) ID삭제.  ID등록제한(`17.9.13~`1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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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및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따르면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등 안전성 위반 시 공사는 안전성 위반 제재 기준에 따라

7일내 수출업체와 농가에 제재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고, 수출업체는 제재

조치에 불복 시 제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중앙안전성위원회(위원장 : ◇◇◇◇◇◇◇ 수출과장, 간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를 개최하여 제재내역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에서는 안전성 위반 제재조치에 따라 업체 이의신청이 제기될

때에는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등 담당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중앙안전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물류비 지급 등에 제한이 취해진 다는 것을 감안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위하여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가 2016. 6. 22. ◎◎◎◎이 제기한 안전성 위반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6년 제2차 일본수출채소류 중앙안전성위원회 개최계

획6)」으로 심의한 내역을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접 대면 심의·의결하지 않고

구체적인 제재조치 감경(안)을 담고 있는 심의 의결서를 [별표 1]과 같이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문서로 제공하여 서면으로 심의처리 하였고, ◇◇◇◇◇◇◇ 수출과장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감경 원안대로 [표 2]와 같이 당초 6개월 수출물류비

중단제재를 38일로 감경하여 물류비 중단기간을 감경하여 처리하였다.

[표 2] ◎◎◎◎ 안전성위반 제재에 대한 중앙안전성 위원회 심의 결과

ID 제재 물류비 제재
기존 제재 심의 결과 ID 제재 물류비 제재

ID추가등록 제한 1년
(`16. 5.24 〜 `17.5.23) 변동 없음 수출물류비 중단 6개월

(`16. 5.24 〜 11.23)
수출물류비 중단 38일
(`16. 5.24 ~ 6.30)

6) ▲▲▲▲▲-2753(20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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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개최된 [표 3]의 중앙안전성위원회 심의내역을 보면, 안전성 위반

후 제재조치 경감 등의 의사결정이 모두 위원회 직접 개최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그 결과 경감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약사항 개선안 제출요구로 추가 심의가 결정

되는 등 합리적인 심의과정을 통한 제재조치 관련 심의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표 3] 2017년 중앙안전성위원회 심의내역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심의 안건 안전성 제재 ID 등록 안전성 제재 등 안전성 제재 등 안전성 제재
추진 방법 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경감신청 기각 ID 등록 경감신청 기각 등 추가 심의결정 등 제재경감 의결

이에 따라 향후 중앙안전성위원회는 2017년도 위원회의 추진과 같이 심의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철저하게 수출 채소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안전

성위원회’의 안전성 제제와 관련된 심의는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처리 원칙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중앙안전성위원회의 엄격

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안전성위원회의 안전성 제제에 대한 심의방법은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처리를

원칙으로 적용·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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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재조치 감경심의 서면심의 의결서 

‵16. 제 2차 중앙안전성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건
번호 심 의 안 건

의결사항

가 부

심의
Ⅰ

일본수출  국내 잔류농약 위반제재 소명 건
(업체명 : ◎◎◎◎ / 대표 : )

업
체

◦ 제재조치(기존)
 - ID등록 : 

1년간 수출농가 ID추가 등록 제한
(`16. 5.24 ~ `17.5.23)

 - 물류비지원 :  
  6개월 수출 물류비 중단

(`16. 5.24 ~ 11.23)

◦ 제제조치(변경안)
 - 물류비지원 :  
   38일간 수출물류비 중단

 (`16. 5.24∼‛16. 6.30)

농
가

◦ 제재조치 
 - ID삭제, 1년간 ID등록 제한
   (̀ 16. 5.24 ~ `17.5.23)

변경없음

       2016.      .      .

위 원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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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수출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시 기관명의 계좌로 지급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

내       용

▲▲▲▲▲(식품수출부)에서는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16년 기준

총 243회 대형유통업체연계 판촉사업을 추진하여 약 6,087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에 따르면 보조사

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별도의 계정으로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 20조(별도 계정 등)에 따르면 보조사

업자는 보조사업자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사업 지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게 구분·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는 기관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정산·교부(입금)되어야 한다.

더욱이 각 국가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기관 명의와 개인 명의의

소득은 구분하여 정부보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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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에서 2016~2017. 9월까지 추진하고 정산한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 [표 1]과 같이 총 20회 판촉사업비로 지급된

403백만 원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명의 보조사업자(수입업체)에게

기관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비가 지급되었다.

[표] 2016~2017. 9월까지 국가별 판촉사업비 개인명의 계좌 입금 내역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 판촉사업 지원사업자에게 전달된「2016년 수출지원

사업(해외판촉 등) 세부추진계획7)」 및 「2017년 해외대형유통업체연계판촉

정산지침 알림8)」문서에도 사업비 정산계획이나 정산기준에 기관 명의의 계좌만

허용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촉사업비 지급계좌가 기관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혼용되어 정산되었다.

7) ▲▲▲▲▲-792(2016.3.7.)
8) ▲▲▲▲▲-818(2017.2.15.)

연도 국가 판촉명 주관업체 (정렬기준) 정산금액 입금계좌
2016 태국 방콕 과실류 판촉  Co., Ltd.   20,000 개인 명의
2016 태국 방콕 종합 판촉  Co., Ltd.   35,000 “
2016 태국 방콕 종합 판촉  Co., Ltd.   20,000 “
2017 태국 방콕 종합 판촉  Co., Ltd.   25,000 “
2016 중국 상하이 종합 판촉 유한회사   15,000 “
2016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종합 판촉  Trading   50,000 “
2016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종합 판촉  Trading   10,000 “
20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 판촉     20,000 “
2016 베트남 하노이 버섯류 판촉      20,000 “
2016 베트남 하노이 채소류 판촉  Trading   27,489 “
2016 베트남 하노이 인삼류 판촉   Co., Ltd   10,000 “
2017 베트남 하노이 인삼류 판촉   Co., Ltd     9,932 “
2016 베트남 하노이 조제분유 판촉   Co.,  Ltd.   15,000 “
2016 베트남 하노이 조제분유 판촉   Co.,  Ltd.   25,000 “
2016 베트남 하노이 버섯류 판촉     20,000 “
2016 베트남 하노이 과실류 판촉   Co.,  Ltd   15,911 “
2016 베트남 하노이 종합 판촉    10,000 “
2016 베트남 하노이 종합 판촉    10,000 “
2016 베트남 하노이 종합 판촉    25,000 “
2016 베트남 하노이 종합 판촉    20,000 “

합   계 403,332 개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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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7년 하반기 대형유통업체 지원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가 사전에

작성·확인해야 하는 확약서에만 동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사업을 포함한 수출지원사

업비 지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은 별도로 정한 기관 명의의 계좌로만

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사업비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대형

유통업체 연계 판촉사업비는 별도로 정한 기관(법인)명의의 계좌로만 정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판촉

사업비 지급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장은 2018년도 수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해외 사업비

정산이 기본적으로 기관(법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산기준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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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

경  고, 주  의

제       목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사업비 정산 불철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

내       용

▲▲▲▲▲(수산수출부)에서는 수산식품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계열화

된 수출전문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 총 600백만 원의 수출선도조직육성

사업을 추진·집행하였다.

「2016년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육성 사업계획9)」에 따르면 선정된 지원사업

자는 50~2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품질개선·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조직화·운

영관리 항목으로 2016. 12. 18일 까지 집행한 후 세부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액의

80%를 정산·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본사에서 지정한 각 선도조직 관할 지역본부에

서는 사업추진 점검과 사업비 정산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사업계획의 세부 정산기준을 보면 사업기간내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조직

자부담으로 우선 진행하고 사업비 정산은 사업 종료 후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외 실제 대금지급 증빙서류(송금확인증 등) 첨부하되 간이영수증은 불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지역본부에서는 선도조직의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내역에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9) ▲▲▲▲▲-910(201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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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사업추진 내역 중 2016. 12. 27. 가 ㈜◇◇◇◇ 선도

조직(품목 : 김)을 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한 후 본사로 제출한 「2016년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결과 보고10)」를 보면, [표 1]과 같이 총 260,936,200원의

사업비 집행·인정되어 배정예산 200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표 1] ㈜◇◇◇◇ 2016년도 사업비 정산 요청 및 인정내역
                                                                                                 

       (단위 : 원)  
항목 세부사업 일자 세부내역 사업비 인정금액 실지원금액

(인정금액*80%)

품질개선

생산시설 개선, 
자재구입지원 2016.04.27 원초이물 선별기 28,098,720 22,478,976 

생산시설 개선, 
자재구입지원 2016.04.05 원초이물 선별기

(부속기계) 4,800,000 3,840,000 
생산시설 개선, 
자재구입지원 2016.02.12 원초 이물 

선별기(부속기계) 7,200,000 5,760,000 
소     계 　 　 40,098,720 32,078,976 

품질관리
품질관리체계 

운영 지원 2016.12.15 어가 이물 선별기 150,000,000 120,000,000 
소     계 　 　 150,000,000 120,000,000 

물류개선
물류효율화 지원 2016.01.28 전동지게차구입 24,700,000 19,760,000 
물류효율화 지원 2016.08.31 수출용박스지원 33,789,420 27,031,536 

소     계 　 　 58,489,420 46,791,536 

수출마케팅
수출마케팅 2016.08.01 해외시장조사 1,504,750 1,203,800 
수출마케팅 　 EMS샘플발송 8,843,390 7,074,712 
소    계 　 　 10,348,140 8,278,512 

조직화
및운영관리

수출전문조직 
결성, 관리지원 2016.08.01 어가 워크샵 2,000,000 1,600,000 

소     계 　 　 2,000,000 1,600,000 
총           계 　 　 260,936,280 208,749,024

이 중 품질관리 항목으로 정산한 ‘어가 이물선별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대금지급 영수증을 확인하여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송금확인증 등 실제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가 ㈜로부터 2016. 12. 15일자로 청구받은 150,000,000
원(VAT 제외)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사업비를 인정하여 정산하였다.

10) 지역본부-4659(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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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청구부터 실제 대금지급까지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선별기 세금계산서는 사업비 집행종료 3일전에 청구되었

으며, 본사는 지역본부로부터 정산결과 보고를 받은 후 2016. 12. 29. 정산승인11)을

지역본부에 통보하였고 에서는 본사 승인 당일인 2016. 12. 29.

사업비를 선도조직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선도조직 사업자가 장비 구입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2016년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고 최장 4개월 이상 경과한 2017. 3. 15. 과 2017. 5. 15. 로,

통상적으로 기계대금은 설치․시험 가동 후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청구채권인 세금계산서가 정산 전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사업비 집행 전 사업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사업비 정산 후 감사 실시 일까지 선도조직 사업자의 실제

대금지급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실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표 2] ◇◇◇◇ 이물선별기 구입관련 정산 및 대금지급 내역

사업비 정산 및 대금지급 절차 해당 일자 행위 주체 비 고
선별기 세금계산서 청구 2016. 12. 15. ㈜→㈜◇◇◇◇ 집행종료 3일전 청구

사업비 집행종료 2016. 12. 18. 본사 -
선도조직 사업 정산보고 2016. 12. 27. 지역본부 → 본사 -
사업비 정산승인 통보 2016. 12. 29. 본사 → 지역본부 -
사업비 정산금 입금 2016. 12. 29 지역본부 → ㈜◇◇◇◇ 실제 대금지급 이전 先정산 

선별기 구입대금 지급 (1차) 2017. 3. 15. ㈜◇◇◇◇→㈜ ‘사후정산’ 원칙 위배(2차) 2017. 5. 15.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가 ㈜와 체결한 이물선별기 등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발주서(2016. 10. 7.)와 계약서(2016. 10. 11.)를 통해

실제 해당 기계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지 확인되었으며, 장비 납품업체인 ㈜
로부터 [표 3]의 세부 납품내역에 대하여 2016. 12. 15.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고

2017년 기계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징구 받았다.

11) ▲▲▲▲▲-6700(2016.12.29.,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정산승인 통보)



- 21 -

[표 3] ◇◇◇◇ 이물선별기 구입관련 ㈜ 납품·설치 확인내역

                                                                                          (단위 : 원)
납품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납품·설치일자 선도조직 정산 여부

해태 자동공급기(겸용) 1 9,000,000 9,000,000 2016. 12. 15 총 150,000,000원은 
선도조직 사업비 정산 
청구 및 지원내역임

해태 이물질선별기 4 33,000,000 132,000,000 2016. 12. 15
해태 자동 계수기 1 9,000,000 9,000,000 2016. 12. 15

해태 자동공급기(일반) 3 6,666,666 20,000,000 2016. 12. 15 정산내역 제외
합   계 170,000,000 2016. 12. 15 총 170백만원에 대하여 

2017년 대금지급 되었음

더욱이 수출마케팅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 현지 시장조사 비용 정산의

경우, ㈜◇◇◇◇가 일본 해외시장 조사 명목으로 청구한 ㈜♧♧여행사로부터 청구된

인보이스와 간이영수증만으로 사업비 1,175,700원 집행을 인정하였다.

다만 감사기간 중 2016. 7. 6. 선도조직 청구 외 시장조사 인원 총 14명에 대하여

청구된 인보이스와 송금증을 확인하여 실제 금액이 지불되었음을 확인되었고, ▲▲

▲▲▲에서는 ㈜◇◇◇◇는 5년차 선도 조직 업체로 aT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김 수출이 연말에 집중해서 이루어짐에 따른 시급성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수산식품 선도조직육성사업 사업비 정산 시 실제 대금지급

영수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경고)

▲▲▲▲▲장은 수산식품 선도조직육성사업 외 수출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정산기준에 대한 교육과 지역본부가 제출한 정산서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하는 등 사업비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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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
주     의

제       목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사업 일상감사 누락 및 예산변경 부적정

수 감 부 서 해외사업처

처리할 부서 해외사업처

내       용

해외사업처에서는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2017년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계획을 [표 1]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2017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사업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회, 개사, m2, 백만달러)
구  분 ‘17 예산 주요항목

참가횟수 참가업체 임차면적 상담목표
합 계 8,836* 57 1,180** - 1,520

종합
박람회

종합 5,750 31 728 7,699 1,060
벤더 636 15 166 996 142

아웃소싱 1,150 11 136 1,686 168
개별박람회 900 - 150 - 150

관리비 400
     * 총예산 8,836백만원 : 농특 수출인프라강화 7,936(종합), 농안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900

   ** 하반기 박람회의 경우 잔여예산 확보시 참가업체 규모 확대 추진(약 100업체 규모) 

감사실의 「감사기준 시행세칙」제10조(업무범위) 1항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공사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감사로써

일상감사의 업무범위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별표(제10조 관련)

「일상감사업무범위」2항에 따르면 매건 당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예산 증액, 사업자 추가 선정 등 중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 23 -

따라서 각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과 달리 예산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일상감사를 득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규모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예산 증액

사유나 확보 방안 등이 정확히 하지 않으면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비 정산

관련하여 문제가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박람회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표2]와 같이 22건의 예산변경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일상감사를 한 건도 득하지 않았으며 예산이

증액된 20건의 박람회별 세부사업계획에서 증액 예산의 재원 및 조달방안이 명기

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2017년 1월 18일에 작성된 「2017년 박람회 기본계획 보

고12)」을 보면 예산규모가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당초대비 150%나 증액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사유 및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나 언급 없이 결재가 이루

어져 당초 예산대비 초과 집행된 금액은 사업 주관 정부부처인 ◇◇◇◇◇◇◇로

부터 정산을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다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사업 예산초과집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미수출부는

2017년 3월 24일에 「2017 해외식품박람회 한국관 운영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담당 과와 협의13)하였고 그 결과 2017년 소요예산을 최대한 절감운영

하고 향후 타 사업 잔여예산 활용을 고려해 보자는 농식품부 측의 답변을 구두로 전달

받았다. 그리고 2017년 9월 28일 농식품부의 『2017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예산

조정 및 잔여예산 활용 사업추진계획14)』 승인 시 수출관련 타 사업의 잔여 예산

16억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사업으로 조정되어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었다.

12) ◎◎◎◎◎◎◎◎◎◎◎-214(2017. 1. 18)
13) 출장복명서(2017. 3. 27)
14) ◇◇◇◇◇◇◇ 수출진흥과-3165(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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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해외사업처장은 국제식품박람회참가사업 추진 시 사업비 예산증액 등 변경

내역에 대하여 내부결재 및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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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신규 시장다변화사업 추진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수출확대 기여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 시장다변화TF팀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상위 10개국 농식품

수출액이 75%에 달하는 수출의존성을 줄이고, 사드 배치, 보호무역 기조 등 대외

환경 변수에 따른 수출 급락문제 등의 극복을 위하여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안정

적인 수출여건을 마련하고자 2017년 시장다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다변화사업은 기존시장이 아닌 카자흐스탄, 인도, 브라질 등은 새로운 무역

환경과 낯선 식품소비문화와 국내업체들의 수출경험 노하우가 적은 약점이 있어

시장개척에 중요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바, 수출의지와 주요 시장의 수출경험이 있는

수출업체(대, 중견, 중소 식품제조·무역기업, 생산자단체 등 포함)라 하더라도 신규 바이어

발굴, 홍보마케팅, 기타 시장 개척활동에 도전하는데 앞서 언어 역량과 추가적인 수출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시장다변화사업을 위한 임시사무소(카자흐스탄,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남아공

5개소)의 경우 본사 직원 각 1명이 파견되고 있어, 시장다변화사업에 참여하는 100여

개의 수출사업자를 세밀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도전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 현실적인 언어, 직원 결여 등의 문제로 애로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이들의 현지직원과 같이 손발이 되어 시장개척활동을 할 수 있는

수출 전문인력의 보조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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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현정부의 현안과제임과 동시에 각 기관의 개선

과제임을 감안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업체의 인력 부재라는 이슈를 매칭

하여 시장다변화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수출업체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궁극

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 수출을 증진시켜야 하는 등 두 가지 측면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이에 시장다변화TF팀은「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아프로,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을 구성하여 시장다변화 대상국가에 상·하반기 60여명을 선발(또는 현지 선발)

하고 신흥시장을 개척코자 하는 수출업체와 일대일 매칭하여 농식품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수출업체 실무역량 개발을 위한 업체 OJT교육을 실시하여 수출

업체에 대한 업무 이해와 상호 업무협력성을 사전 증진시켜 청년 개척단 파견 후 수출

업체와 밀착한 시장개척 활동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15)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 청년개척단 김00 단원과 ㈜▽▽(*** 김치)의 협력적인 시장개척 활

동으로 인도 최초 국내산 김치의 정식통관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탈리아 청년개척단 김

00 단원과 □□□(주)은 이태리 유망 바이어 발굴을 통해 조미김, 떡볶이떡 등 신규 품목

수출을 성공시켰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전혀 기반이 없던 ㈜○○○○은 남아공 황00단

원의 현지의 밀착 지원을 통해 바이어 발굴부터 국산차의 최초 수출까지 달성한 바 있다.

위 사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업체의 인력 부재라는 이슈를 매칭하여

시장다변화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수출업체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 수출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년개척단(국내선발) 상반기 20명, 하반기 28명을 수출업체 44개사와 매칭 협력 시장개척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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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수출전문농가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신규 인력 및
예산 확보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대일수출 안전성 관리 및 원예단지 조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수출농가는

전체 6,000여 개로 관리시스템 없이 엑셀 기반으로 데이터가 작성ž관리되고

있어, 글로벌 식품안전성 강화추세와 농산물 수출환경의 4차 산업혁명 접목을

위하여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농산수출부)에서는 수출ID농가, 전문생산단지 등의 농가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는 현행의 체계에서 벗어나 생산이력추적, 통계분석, 품위

관리, GAP 인증, 수출컨설팅 등 국내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사전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 [표 1]의 2단계 ‘수출전문농가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 수출전문농가 통합지원플랫폼 구축계획

  

1단계 구축 2단계 구축
❍ 통합지원플랫폼 운영 위한 장비도입
❍ 6,000여 농가 DB 구축
❍ 수출전문농가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 품목별·수출업체별 생산 및 수출동향, 수출가능

국가 조회 기능

❍ 통합지원플랫폼 빅데이터화 구현
❍ 유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 생산 및 수급동향 분석 및 예측 기능 구현
❍ GPS 정보 등 활용한 생산재배지역 연계
❍ 모바일 하이브리드 앱 구현

이는 신선 수출농산물 생산․수출․안전․품질 모든 분야에 이르는 수출농가

체계적 관리 위한 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IT활용 빅데이터집적 4차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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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 기획재정부 등 대정부

사업계획을 수차례 설명하여 사업예산과 인력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하였고, 특히 농산물 생산 및 안전성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공사 수출지원시스템과 외부 농림정보사업시스템, 농사로 농업기술정보

시스템 등의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통합을 협의·모색하였다.

그 결과 ‘수출농가 통합지원플랫폼 신규사업’에 대하여 당초 요구한 21명

중 9명(2급 1명, 3급 1명, 5급 7명)의 인력에 대하여 대정부 승인을 얻어냈고,

사업비의 경우 2017년도 1단계 5.5억 원, 2018년도 2단계 4.0억 원으로 총 9.5

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다.

정원 증원된 인력은 각 지역본부에 배치하여 [표 2]와 같이 본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공사의 수출현장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현행의 수출업체 사후관리

중심에서 농가중심의 사전예방·예측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출의 질을 향상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통합지원플랫폼 사업관련 본·지사 역할분장

본   사 지 역 본 부
▶ 신선농산물 안전성강화·수급예측 등 총괄관리
 - 품목별 생산·생육정보, 수출국 수급정보, 해외 농

약·식품위생기준 제공 등 수출경쟁력 강화

▶ 생산·수출현장 안전성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수출농가와 쌍방향 정보제공, 관리체계진단 및 

맞춤형 수출컨설팅으로 수출증대 도모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 딸기, 버섯 등 국제경쟁력 확보된 고품질

시설원예산업의 생산과 수출의 전 단계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으로 성장동력을

확장하는 등 한국 신선농산물의 사전적 안전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로 네덜

란드와 같은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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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김 해외수출 총력지원으로 최초 5억불 달성 기여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김’은 농어가 소득과 직결되는 수출 1억불 이상이 되는 수산물 품목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효자수출품목인 김산업 활성화 지원이 언급됨에 따라,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출 리딩 대표품목으로 육성

및 수출확대가 필요하다.

수산물 수출지원은 농식품과 달리 수출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고 여러 기관․

단체가 수출예산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체계로 지원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공사가 수산식품 수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입지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수산수출부)에서는 ‘17. 4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한

해조류(김 등) 수출확대 지원으로 11개국 38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

상담 30백만불(현장계약 3.2백만불)을 달성하였고,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

및 일관된 품질관리 개선 조직체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업계 주도 해외

맞춤형 신상품으로 김쿠키를 개발하고, 수출선도기업(2업체) 육성을 통한

김 생산어가 조직화 등 고품질 김 생산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판촉을 통한 김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8개국 18회에서 판촉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최근 성장세가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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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는 온라인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미국  등 5차례 사업을 추진하

였다.

그 외에도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인도․미얀마 등 6개지역에 시장개

척단을 파견하였고, 해외 유력 24개 박람회에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수출통관 애로해

소를 통한 김 신규시장진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2015년에 수립한 ‘김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장보고프로젝트’를

이어 ‘NEW장보고 프로젝트’ 수립하여, 중장기 김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인프라 강화, 상품개발, 수출시장개척 통합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산물 수출지원예산은 2016년 39억에서 2017년

55억으로 41% 증가하였으며, 전략적인 수출확대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7년도 김 수출은 [표 1]과 같이 2017.

12월 3주차 현재 전년 동기대비 45.8% 증가한 497백만 불이 수출되어 연말

까지 5억불 달성을 전망케 하고 있다.

[표] 2017년 3주차 수산식품 수출실적

구 분 2016 2016.1.1.∼12.17(A) 2017.1.1.∼12.17(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수산식품 2,127.6 589.5 2,050.3 511.5 2,234.7 △13.2 9.0 

어 류
참 치 575.8 215.3 551.8 181.6 592.1 △15.7 7.3 
넙 치 62.3 5.5 58.0 5.3 62.3 △3.6 7.5 
삼 치 50.0 14.9 46.3 12.1 40.8 △19.2 △11.8 
고등어 23.8 20.7 23.2 14.0 17.2 △32.4 △26.1 

연체동물
오징어 112.5 46.3 111.0 22.4 77.5 △51.6 △30.1 
전 복 66.2 2.2 63.2 1.6 48.3 △26.9 △23.6 

굴 61.9 7.9 60.8 8.8 57.5 11.2 △5.4 
바지락 43.0 13.8 42.5 12.4 40.7 △9.8 △4.1 

해조류 김 353.0 17.2 340.7 20.6 497.0 20.0 45.8 
미 역 32.8 21.6 32.1 15.7 32.7 △27.6 1.7 

(단위 : 천톤,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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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수출 증가는 수산식품 수출증가를 견인하여 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0%증가한 2,235백만 불이 수출되는 등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해외 유통망 확보 및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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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인도네시아 라면 수출중단 위기 대응 초동대처로 수출확대 기여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2017년 6월에 현지에서 유통중인 한국라면 4종에서 돼지

DNA가 발견됐다는 사유로 수입허가(ML)를 취소하였고, 2017년 7월에는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는 안내문구가 한국어 라벨링에

표기됐다는 사유로 관련 제품의 수입허가를 취소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언론사 채널A는 2017년 7월에 ☎☎식품의 할랄인증

이 비할랄 생산라인에서 제조되었다는 단독보도를 하였다. 무슬림들에게

돼지고기는 매우 민감한 사항16)으로, 을 필두로 성장세에 있던 한국 라면

의 인도네시아 등 對동남아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아세안 지역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사업처는 즉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카르타지사를 통해 수입업체 현지간담회(‘17.7.18) 및 대책회의

(‘17.7.20)를 실시하였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식약청 담당자와

면담(‘17.7.21)을 실시하여 검사 강화 사유 및 처리계획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16) 2001년 1월 아지노모토사의 조미료에 돼지 효모가 사용된 게 발각되어 무슬림들의 대규모 시위 및 불매
운동으로 판매 중단 및 전체 일본 식품 이미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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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처는 동 사건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인도네시아 할랄 및

ML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라고 판단하여, 수출업체 이해도 제고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식약청(BPOM), 울라마협의회(MUI), 할랄인증청(BPJPH)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2017 인도네시아 할랄 및 ML제도 토탈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17.9.11) 세미나 참석자는 농식품부, 식약처, 한식연 등 유관기관 및

수출업체 206명이었으며 특히 라면제조 3사(♨♨, ☏☏, ☎☎)는 회사별로 연구소,

영업부서, 공장 등 3∼5명의 관련 부서 직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할랄 및 ML제도

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해외사업처는 농식품부, aT,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수출협회, 할랄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17)』를 결성하고, 20 세미나 결과 환류 및 사후조치

계획, 인도네시아 등 할랄시장 동향 파악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17.9.29)해 왔다.

동 세미나 사후조치 차원에서 자카르타지사는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식약청장-한국대사간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식약청장은 한국 측의 동 세미나

교육과 같은 이해도 제고 정책추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이번 사건으로 수입

허가가 취소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신청 시 7일 이내18)에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국 측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17.10.18)

「식약청 담당자 면담」 → 「식약청 초청 세미나」 → 「식약청장 면담」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상호 유대관계 형성으로 수입허가 취소 사태가 
등 주요 수출품목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17) 발족일 2017년 7월 31일
18)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식양청으로부터 수입허가(ML)를 받아야하며 신규 및 재신청 

구분 없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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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네시아 할랄 및 ML제도에 대한 국내 수출업체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수출업체의 돼지고기 이슈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여, 한국식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유지중으로

한국 라면 수출은 9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8% 성장한 13,861천불19) 실적을

달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19) 대인도네시아 라면 수출실적 : (‘16.9) 6,660천불 → (‘17.9) 13,861천불 / 1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