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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1. 감사 목적

❍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비축 및 수출자금 

융자 및 지원, 해외시장개척 등 사업추진 및 정산 등 사업수행 실태 및 

조직 운영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광주전남지역본부 

❍ 감사범위 : 2015. 1월 ～ 2017. 1월까지의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2. 20 ~ 2. 24(5일)

❍ 감사인원 : 4명 

 4. 감사중점사항

❍ 경영관리 전반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 계약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업무 추진실태

❍ 수출지원업무 추진실태

❍ 사이버거래소 지원업무 등 유통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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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정, 통  보

제       목 유통정보조사업무 파견근로자 인력운영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

내       용

♧♧♧♧♧♧♧♧에서는 원활한 조직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파견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3명의 파견근로자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인사규정」제10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및 제35조(휴직 및 휴직기간)에

따르면 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 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병영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1년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일로부터 당해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에서는 ‘유통정보조사 및 전파’ 업무를 수행하던 (6급)
사원이 ‘16. 8. 9. 군입대로 인한 병영휴직을 실시하자, ♣♣♣♣♣에 상용직원

결원 보충을 요청하는 대신 ‘일반 사무지원’ 업무로서 파견근로자 고용승인1)을 요청

한 후, 파견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에 대한 결원을 파견근로자 보충하여 왔다.

1) ♧♧♧♧♧♧♧♧-2044(‘16.7.13, 파견근로자 고용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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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그 파견대상 업무는

[별표]와 같이 운전 또는 청소 종사자, 사무지원 종사자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로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유통정보조사업무’를 파견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 수행케 함에 있어 본 업무가 파견대상임을 확인하거나,

자체 업무분장을 통하여 고용 인력과 대상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 업무분장2)」에 따르면 (6급)
사원의 병영휴직 이후에 [표 1]과 같이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원이 ‘16. 7. 20.

고용일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직접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 ‘유통정보조사업무’ 담당자 변경내역

구 분 변경(병영휴직) 전 변경 후
근로자 성명      
근 무 기 간 ‘15.1.2~’16.8.8. ‘16.7.20
근 로 형 태 정규직(6급) 파견근로자
고 용 방 법 직접 고용 간접 고용

비   고 ‘16.8.9 병영휴직 병영휴직 대체인력으로 운영

더욱이 ★★★★★가 제출한 「유통정보조사업무 담당자 인력현황」을 보면,

각 1급 지역본부에서 유통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 중 고용형태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는 ♧♧♧♧♧♧♧♧에 불과하여 동 업무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

며,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조사업무에 파견근로자가 고용

또는 배치되지 않도록 인력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 ♧♧♧♧♧♧♧♧-310(‘17.2.2, 2017년 ♧♧♧♧♧♧♧♧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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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유통정보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또는 상용직 직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여

주시고(시정),

★★★★★장은 정보조사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파견의 대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파견근로자가 동 업무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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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
(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
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
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

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

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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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정, 주  의

제       목 당일출장 시 일비 및 교통비 중복지급 부적정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

내       용

♧♧♧♧♧♧♧♧ ⊗⊗⊗(3급) 차장(현 소속 : 전북지역본부)은 2016. 1. 22. 수출

유통부 소속으로 발령받아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 및 수출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여비규정」제13조의2(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일비 20,000원

(정액) 전액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당일출장으로 인해 일비를 지급받은 대상자는 도로 통행료 등 현지 교통

비와 관련된 다른 비용을 중복으로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 차장이 2016년도에 실시한 [표 2]의 당일출장 실시내역을 보면,

수출지원 등 출장업무를 실시하면서 총 180천원의 일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표 3]과 같이 기 일비가 지급된 출장일자에 발생한 통행료 15장에

대하여 「융자실행 시 출장관련 제반비용」의 명목으로 ‘16. 12. 9. 지출결의서를

일괄 상신하여 총 19,8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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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당일출장 실시내역(10건)

No. 출장일자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목적 일비지급액
(단위:원)

융자업무 
여부

1 2016-05-17 13:00-18:00 화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홍보 20,000 아니오
2 2016-05-20 13:20-18:00 나주 수출확대 간담회 참석 20,000 아니오
3 2016-05-30 09:00-18:00 정읍, 광주 수출 업무협의 20,000 아니오
4 2016-06-09 13:00-17:00 광주 수출업체 애로사항 청취 20,000 아니오
5 2016-06-15 14:00-18:00 광주, 나주 수출업체 업무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 20,000 아니오
6 2016-06-24 13:20-16:30 광주(농관원)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협의회 10,000 아니오
7 2016-08-19 13:00-18:00 나주(본사) 수출 자금담당자 간담회 20,000 예
8 2016-08-31 16:00-18:00 나주 융자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10,000 예
9 2016-10-31 13:30-17:30 전남도청 시설 원예사업 발전방안 회의 20,000 아니오
10 2016-11-25 09:20-15:00 화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 협의회 개최 20,000 아니오

일비지급 합계액 180,000 2건

[표 2] 당일출장 일비지급 외 추가 통행료 지급내역(15건)

발행일자 일비지급 출장일자 
중복여부 통행시간 통행도로 통행 영업소 통행료

(단위:원)
2016-05-17 예 13:42 광주순환도로 - 1,200

15:34 광주순환도로 - 1,200
2016-05-20 예 17:06 광주제2순환도로 - 1,200
2016-05-30 예 12:54 광주제2순환도로 - 1,200
2016-06-09 예 15:27 광주제2순환도로 - 700
2016-06-15 예 15:39 - 동광산→문평 1,800
2016-06-24 예 13:23 광주제2순환도로 - 700

15:47 광주제2순환도로 - 1,200
2016-08-19 예 13:36 - 동광산→서광산 1,200
2016-08-31 예 16:43 - 동광산→서광산 1,200
2016-10-31 예 14:04 - 동광산→목포 3,200

17:53 - 무안→동광산 2,400

2016-11-25 예
09:53 광주제2순환도로 유덕영업소 700
09:58 광주순환도로 송암영업소 1,200
13:44 광주제2순환도로 유덕영업소 700

통행료 처리내역 총 15건 통행료 지급 합계액 19,800

또한 본인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처리함에 있어 상급 관리자를 포함한 전결

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16. 12. 9. 부장의 휴가를 이유로 본인의 결재로서

이를 처리하였으며, 융자실행 제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발의하였으나 [표 1]과 같이

해당일의 출장목적이 융자와 관련된 건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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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 차장에게 당일출장 시 일비와 중복하여 지급한

교통비(도로 통행료) 19,800원을 회수하여 주시고(시정),

♣♣♣♣♣장은 당일출장 일비와 교통비를 본인결재로 중복하여 지급한 관련자

1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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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정, 주  의

제       목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사업정산 부적정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는 2016년 연말기준 융자업무 채권 잔액이 903억 원(140업체)

이며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로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늘, 양파, 무, 배추 품목을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노지채소수급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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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동안 매년 계약재배를 통하여 무·배추는 대출액의 220%이상, 마늘·양파, 대파는

125%이상을 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배추, 대파의 경우 사업기간(대출일 기준

매1년) 종료 후 1개월 이내, 마늘·양파의 경우는 익년 9월말까지 아래 [표 1]의 서류를

징구하여 서류의 적정성 및 사업실적 인정여부 검토 등 사업정산을 실시한 후 본사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3)

[표1]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사업정산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사업실적 인정금액
마늘·양파 출하확인서, 계산서 및 계약금, 중도금․잔금 입금자료 ‘15.9월~12월중 계약금과 ‘16.8월까지의 

잔금(중도금 포함)의 합산금액
무·배추,

대파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계약재배 약정 출하 확인서, 
계약농가(작목반)에 지급한 계약대금 입금자료 대출 이후 1년 단위 계약재배 수매금액

3) 재무관리처–1106호(2015.4.9./무․배추, 마늘․양파), 재무관리처–2398호(2015.7.7. /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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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사업의무액 미

이행 상당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거나 미 이행

상당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4)

[표 2] 사업의무액 미이행 업체 제재규정

구 분 제 재 내 역

◦ 사업실적이 자부담 미만인 경우 대출금 전액회수, 2년간 대출제한
위약금 징수(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연체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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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지역본부에서는 매년 사업기간이 종료하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표1]의 정산서류를 징구하고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사업정산을 실시해서

사업실적이 자부담 미만인 경우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한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이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는 미이행 상당 대출금 회수 및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지역본부의 2016 ～ 2017년도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의 사업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정산 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감사 개시일까지도 사업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6개소 있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동 업체들에 대하여 사업정산을 실시토록 한 결과 [별표]와 같이 (농)(주)
는 사업기간(2015.11.30. ～ 2016.12.6.) 중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대출금액

700,000천 원 회수와 위약금 105,025천 원을 징수해야 되며, (농)(주)와 ◎
◎◎◎도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하여 (농)(주)는 대출금 319,499천

원 회수와 위약금 3,517천 원을 징수, ◎◎◎◎은 위약금 388천 원을 징수해야 한다.

4) 단, 마늘․양파의 경우는 1년차 미 이행시 대출금 회수 유예하고 2년 연속 미 이행시 2개년 중 이행실적이  
큰 금액 기준 상당의 대출금 회수(관련문서 : 재무관리처-4157호/2013.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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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미정산 업체

                                                                                     (단위 : 천원)

업 체 명 자금명 대출금액 대출일자 사업기간 정산기한

(농)(주) ◇◇◇ 노지채소수급안정(양파) 105,000 `15.10.30 `15.9.10
~`16.9.9 `16.9.30

(농)(주)        〃      (대파) 700,000 `15.11.30 `15.11.30
~`16.11.29 `16.12.29

(농)(주)        〃      (양파) 579,925 `13.09.10 `15.9.10
~`16.9.9 `16.9.30

(영)        〃      (양파) 27,000 `15.06.10 `15.9.10
~`16.9.9 `16.9.30

★★★★★★★        〃  (마늘,양파) 579,925 `15.04.30 `15.9.10
~`16.9.9 `16.9.30

◎◎◎◎      〃          (무)  282,000 `15.12.21 `15.12.30
~`16.12.29 `17.1.29

또한 사업정산을 기 실시한 업체 중에서도 (농)⊗⊗(주)의 경우에는 사업정산 증빙

서류 중 수매대금 입금자료 일부(173,840천원)가 사업실적 인정범위(‘15.9월~12월중

계약금과 ‘16.8월까지의 중도금과 잔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표]와

같이 사업의무액 미달금액5)에 해당하는 위약금 1,916천 원을 징수해야 한다.

조치할 사항

♧♧♧♧♧♧♧♧장은

①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사업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위약금 112,854천 원[(농)(주)

 105,025천 원, (농)(주) 3,517천 원, ◎◎◎◎ 388천 원, (농)⊗⊗

(주) 1,916천 원]을 징수하시고, 대출금 1,019,499천 원[(농)(주)
700,000천 원, (농)(주) 319,499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시정)

② 자금융자업무의 사업정산 시 정산기한을 미준수하여 사후조치가 지연되는

없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마늘․양파의 경우는 1년차 미 이행시 대출금 회수 유예하도록 정하고 있어 (농)⊗⊗(주)는 대출금회수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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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금액 산출내역

 미정산업체 중 사업의무액 미달업체

 ❍ (농)(주)
(단위:천원)

품 목 대출액
사  업
의무액

사업기간 수매실적 위약원금 위약금리 위약기간 위약금

양파 700,000 875,000 `15.11.30~`16.11.29 - 700,000 15% `15.11.30~`16.11.29 105,025

  - 사업정산 기한 : 2016.12.30

  - 사업실적 자부담 미만 : 대출금 전액(700,000천원)회수, 2년간 대출제한, 위약금 징수

  -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산출근거

   ․ 대출금 : 700,000천원 (사업실적이 자부담 미만인 경우 적용)

   ․ 위약금 : 105,025천원 = 700,000천원×15%×{(`15.11.30~`16.11.29)/366}

 ❍ (농)(주) 
(단위:천원)

품목 대출액
사  업
의무액

사업기간
실  적 위약원금 위약

금리

위 약 금 위약금
(계)약정 수매 약정 수매 약정 수매

양파 579,925 724,906 1̀5.9.10~̀16.9.9 442,523 405,407 21,417 298,082 1.1% 236 3,281 3,517

  - 사업정산 기한 : 2016. 9.30 

  - 사업실적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 미이행 : 미이행 상당 대출금(319,499천원) 회수 및 위약금 징수

  -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산출내역

   ․ 대출금 : 319,499천원 = 724,906천원-405,407천원

   ․ 위약금 : 3,517천원

      (약정) 236천원 = 21,417천원×1.1%×{(̀ 15.9.10~`16.9.9)/366}

      (수매) 3,281천원 = 298,082천원×1.1%×{(`15.9.10~`16.9.9)/366}

 ※ 대출금 회수는 2년 연속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액이 적은 

금액 기준으로 회수 조치하는데 2년차인 작년에 대출금(34백만원) 회수가 이루어져 금회는 

3년차로 자동 대출금 회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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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위:천원)

품 목 대출액
사  업
의무액

사업기간 수매실적 위약원금 위약금리 위약기간 위약금

무 105,000 231,000 1̀5.12.30~̀16.12.29 167,790 28,732 1.35% 1̀5.12.30~̀16.12.29 388

  - 사업정산 기한 : 2017.1.29 

  - 사업실적 자부담 이상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내역 : 388천원 = 28,732천원(63,210천원/2.2)×1.35%×{(`15.12.30~`16.12.29)/366}

  ※ 사업정산 증빙서류의 수매실적(167,790천원)에 준하여 사업실적을 인정하여 사업의무 미 이행액

(63,210천원)에 대한 220%의 위약원금(28,732천원)이 발생함

  ※ 대출금 회수는 2년 연속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액이 적은 금액 

기준으로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차(자부담이상)이므로 대출금 회수대상이 아님 

 기 정산업체 중 사업정산 부적정 업체

 ❍ (농)⊗⊗(주) 

(단위:천원)

품 목 대출액
사  업
의무액

사업기간 수매실적 위약원금 위약금리 위약기간 위약금

마늘․양파 760,000 950,000 `15.9.10~`16.9.9 776,160 173,840 1.1% `15.4.30~`16.4.29 1,916

  - 사업정산 기한 : 2016.9.30

  - 사업실적 자부담 이상 :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내역 : 1,916천원 = 173,840천원×1.1%×{(̀ 15.4.30~`16.4.29)/366}   *위약기간은 대출기간임

※ 사업정산 증빙서류 중 수매대금 입금자료 일부(173,840천원)가 사업실적 인정범위

(‘15.9월~12월중 계약금과 ‘16.8월까지의 중도금과 잔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금액

(173,840천원) 불인정됨에 따라 사업의무액에 미달되었음

※ 대출금 회수는 2년 연속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액이 적은

금액 기준으로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차(자부담이상)이므로 대출금 회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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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주      의

제       목 융자채권 부동산담보물 화재보험 관리 불철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자금융자 지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

하는 경우 담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주로 하여금 화재보험을 부보하도록 하고

질권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금융자업무지침(제5절 화재보험)을 보게 되면 건물, 공장 및 기계기구, 동산 등에

화재보험을 부보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물건이나 첨담보물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은 감정가에서 토지평가액을 공제한 금액, 융자금액에서 토지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4배액 및 해당 담보에 의한 융자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토지평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융자금의 일부가 회수됨으로서 보험계약이 계속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증권에 대한 질권취득 절차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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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재보험증권에 대한 질권취득 절차

① 보험계약은 차주의 비용부담으로 가입하되 융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를
부보하고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후취담보물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까지 보험에 부보토록 하여야 함)

② 보험계약은 차주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게 한다.(다만,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일
때에는 차주를 계약자로 하고 담보제공자를 피보험자로 함)

③ 보험금에 대하여는 그 수령권을 공사에 양도하게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험증권의 뒷면에 동 수령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부전을 붙이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④ 보험증권은 그 내용을 기일별로 화재보험 기입장에 기입하여 화재보험

기일만료 여부와 그 계약의 계속여부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⑤ 보험계약의 계속을 필요로 할 때에는 차주로 하여금 보험기간 만료기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계속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계속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받아 보험증권에 첨부하여 둔다.(단, 보험계약의 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로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차주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차주 및 담보제공자에게 부보내용을 통보하고 우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공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부리하여 원리금 회수시

우선 공제한다.)

한편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명채권6)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지역본부에서는 부동산 담보 취득 후 화재보험 부보대상에 대해서는

대출실행 전에 부보하도록 하고 질권설정 후 권리침해 위험 방지와 유사 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의 계속을 필요로

할 때에는 차주로 하여금 보험기간 만료기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계속절차를 이행

하게 하고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받아 보험증권에 첨부해 두어야 한다.7)

6)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 채권
7)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는 동 보험의 약관에 따라 2회 미납시 자동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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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지역본부에서는 화재보험 질권설정 이후 길게는 172일이 경과된 후에

야 확정일자를 받는 등 다수의 화재보험 질권설정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적기에 받

아놓지 않고 있었으며,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부보되어 있는 ∇∇∇∇

∇ 등 8개 업체 대해서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납부영수증 징구 등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미납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발생되더라도 인지하지 못할 실정에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융자채권 부동산담보 화재보험의 확정일자 취득 및 화재

보험료 납부확인 등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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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수매사업 화물운송용역 계약 체결방법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공사는 농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해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와 협의하여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추진체계는 본사 수급

사업처가 총괄하고, 각 지역본부가 사업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2015년, 2016년에 무, 배추 수매사업 지원으로

[표 1]과 같이 21건의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와 9건, ㈜◇◇◇◇과 12건, 총 21건 이었으며, 모두 업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총 계약금액은 337백만 원이었다.

 [표1] 광주전남 화물운송계약 체결 및 수급사업처 시행 관련문서 내역  

연도 관련문서 계약일자 대수 단가  계약금액(원) 업체명

2015
★★★★★-716('15.5.12) 2015-05-14 20 660,000 13,200,000 ◎◎◎◎◎◎◎
★★★★★-738('15.5.15) 2015-05-15 7 638,000 4,466,000 ◎◎◎◎◎◎◎

★★★★★-815('15.5.29) 2015-05-29 36 660,000 23,760,000 ◎◎◎◎◎◎◎

소계 41,426,000

2016 ★★★★★-159('16.1.25) 2016-01-25 3 640,000 2,1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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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8)에는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광주전남 지역본부의 화물운송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2년 동안에 21건의 계약체결

동안 단 한 번의 경쟁입찰도 추진하지 않고,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한지의 여부의

확인절차 없이 2개 업체로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광주전남 지역본부의 2015년, 2016년 2년간에 걸쳐 추진한 21건의 화물운송

용역 수의계약 체결은 ★★★★★ 시행문서 10건을 근기로 추진하였고, 실제 수급

사업처의 시행문서(★★★★★-159 2016. 1.25) 내용에는 ″견적가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과, ″30백만 원 미만, 일상감사 제외 사항〃의 운송계약 조건을 명시하

고 있다.

8)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시행령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다목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9('16.1.25) 2016-01-28 3  640,000 2,112,000 ㈜◇◇◇◇
★★★★★-202('16.1.29) 2016-01-29 20  640,000 14,080,000 ㈜◇◇◇◇
★★★★★-159('16.1.25) 2016-02-04 21  748,000 15,708,000 ㈜◇◇◇◇
★★★★★-159('16.1.25) 2016-02-11 33  640,000 23,232,000 ㈜◇◇◇◇
★★★★★-463('16.3.10) 2016-03-11 20  580,000 12,650,000 ◎◎◎◎◎◎◎
★★★★★-463('16.3.10) 2016-03-14 39  583,000 22,737,000 ◎◎◎◎◎◎◎
★★★★★-475('16.3.15) 2016-03-15 36  660,000 23,760,000 ㈜◇◇◇◇
★★★★★-463('16.3.10) 2016-03-21 39  583,000 22,737,000 ◎◎◎◎◎◎◎
★★★★★-463('16.3.10) 2016-03-29 45  583,000 26,235,000 ◎◎◎◎◎◎◎
★★★★★-463('16.3.10) 2016-04-01 47  572,000 26,884,000 ◎◎◎◎◎◎◎
★★★★★-463('16.3.10) 2016-04-01 6  660,000 3,960,000 ㈜◇◇◇◇
★★★★★-585('16.3.23) 2016-04-04 45  649,000 29,205,000 ㈜◇◇◇◇
★★★★★-697('16.4.4) 2016-04-07 44  646,000 28,446,000 ㈜◇◇◇◇
★★★★★-697('16.4.4) 2016-04-14 17  638,000 10,846,000 ㈜◇◇◇◇
★★★★★-463('16.3.10) 2016-04-21 45  660,000 29,700,000 ㈜◇◇◇◇
★★★★★-463('16.3.10) 2016-05-02 39  660,000 25,740,000 ◎◎◎◎◎◎◎
★★★★★-2879('16.12.19) 2016-12-29 25  660,000 16,500,000 ㈜◇◇◇◇

　소계 　 527  　 336,6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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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급사업처가 국가계약법제7조(계약의방법) 및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조항을 확대 적용한 것이고, 시행문서(★★★★★-159 2016.

1.25) 내용에도 30백만 원 이하로 분할입찰을 적시함으로써, 지역본부가 경쟁입찰,

소액수의계약 등 공정한 계약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다.

또한 〔표1〕상에 ★★★★★-463(16.3.10) 건과 같이 동일한 문서 건으로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동일업체에 8건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별건으로 체결하게 하여

불필요한 계약 인지대 발생하게 하고 지역본부의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하였으며,

물류운송용역업체에 대해서도 불편을 야기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농산물 수매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본부 문서 시행시 지역본부가 운송

용역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또는 소액수의계약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지역본부 문서 시달시 사업수행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주시고, 무․배추 등의 작기별

품목에 대한 화물운송용역 계약은 본사가 단가계약 방식의 분기별 통합입찰 추진하는

등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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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메밀 계약재배사업 축제행사 지원비 정산체계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공사는 메밀의 국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진 도모 등을 목적으로

메밀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은 ♤♤♤♤♤ 두류관리부가 주관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본부가 생산자단체와 수매약정계약 체결하여

생산지원비 및 축제행사비를 지원한다.

본사 ♤♤♤♤♤ 두류관리부의 「2015 메밀 계약재배 및 생산지원 사업계

획」에 따르면, 축제행사 지원비는 계약단체의 수매 협약물량과 축제행사에 소요

되는 비용 범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지급토록 되어있다.

  [표1] 메밀꽃 축제 행사비 지원 기준

- 지원규모 : ①+②+③(지원한도 : 27백만원)

- 행사 소요예산은 재배조직 자부담액 기준

(단위 : 천원)

① 기본 ② 수매협약물량 ③ 행사소요예산

7,000

 10~20톤 미만  3,000  3천~5천만원미만 3,000
 20~30톤 미만  5,000  5천만원~1억원미만 5,000
 30~50톤 미만  7,000  1억원 이상 10,000
 50톤이상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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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 〔표2〕와 같이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

의 2015년도 축제행사비 정산내용을 보면, 메밀 축제행사와 관련이 없는 족구

대회 비용(3,520천원), 메밀제분기구 구매비용(4,950천원), 단체복 구매비용(1,335

천원) 등이 축제행사 소요비용으로 19,708천원이 산정되어, 해당단체에 축제행사

지원비 14,000천 원이 지급되었다.

  [표2] 2015년도 메일 축제행사지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원)

이는 업체의 메밀 축제행사 계획에 대한 지역본부의 사전점검 체계 미흡과 본

사의 축제행사 소요비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써, 메밀사업과

관련하여 본사 ♤♤♤♤♤는 지역본부의 메밀사업 정산에 오류가 없도록 축제행사

소요비용 기준 및 사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시행이 필요

하다.

지출항목 지출금액 인정액 비고

프랑카드 설치(4매) 230,000 230,000

족구장 설치비 300,000 300,000

족구용품 구입 720,000 720,000

족구대회 상금 2,300,000 2,300,000

메밀과자 시식용 기계구입 3,800,000 3,800,000

증정용 메밀목 구입 560,000 560,000

메밀국수 시식용 기계구입 4,950,000 4,950,000

메밀국수 시식 및 증정용 메밀가루 구입 3,500,000 3,500,000

윷놀이대회 상급 지급 600,000 600,000

행사용 돼지 고기 구입 550,000 550,000

행사용 포도 구입 100,000 100,000

행사용 인절미 구입 215,000 215,000

행사용 소모품 구입(음료 등) 477,390 477,390

김치재료 구입 71,000 71,000 일반영수증

행사용 단체복 구입 1,335,000 1,335,000

잔디깍이 기계 구입 365,800 - 축제관련 무

소 계 20,074,190 19,70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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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2017년도 메밀 계약재배 및 생산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

현행 축제 행사비 지원에 따른 정산 세부항목 기준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체화

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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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정부 수매비축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통한 수급안정 지원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정부의 농산물 수급안정 중점 품목인 무, 배추는 작황에 따라 가격진폭이 매우

큰 품목으로서, 공사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직접 수매를 실시하고 해당 수매물량을

도매시장, 대량소비처 등에 공급하는 적극적인 방식의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2월 현재 기준 겨울배추의 생산량은 평년대비 16% 감소한 286천톤,

겨울무의 생산량도 20~30% 감소하여, 봄배추, 봄무 출하 전까지 해당 품목의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17년 무, 배추 긴급 및 상시물량

(29,600톤) 확보 및 방출을 통한 수급안정계획을 수립(‘16.12.23)하였고, ♧♧♧♧

♧♧♧♧에서는 수매사업 수행 전담 2명, 중간관리자 1명이 전남지역 전역의 수매

현장 업무를 관리해야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7년도 정부 무, 배추 가격안정용

수매계획 물량 23,600톤 전량에 대하여 관내 민간임차창고 7개소를 확보하여 임차,

보관, 품질관리, 판매, 입출고․운송, 정산 등 수매현장을 전담·관리함으로써 수매

비축사업을 [표 1]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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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매비축사업 추진 현황

품목 계획량(톤) 수매량 입고량 비  고
배추 12,000 6,580 6,580 풀빛 등 4개소
무 17,400 10,431 10,431 놀부 등 3개소
계 29,400 17,011 17,011 *17.2.23현재

* 산지에서 구매자에게 직접공급한 물량(배추 1,642톤, 무 452톤)은 제외

이와 같은 ♧♧♧♧♧♧♧♧의 적극적인 수매비축사업 추진으로 상승세였던 무,

배추 가격은 [표 2], [표 3]과 같이 ‘17.1월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로 전환됨으로써,

공사 수급안정사업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2] 배추 소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6년 458 721 1063 1364 - - - - - - - 778 898
2017년 811 807 747 730 - - - - - - - - 786

[표 3] 무 소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11월 12월 연평균
2016년 8,510 10,822 12,100 15,910 14,560 9,133 - 23,383 13,429
2017년 16,500 14,790 12,755 11,800 - - - - 14,575
* 자료원 : www.kamis.co.kr

또한 ♧♧♧♧♧♧♧♧는 무, 배추 품목 이외에도 고추, 마늘, 양파 등 가격

변동성이 크고 품질관리가 쉽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공사 지역본부 중 가장 많은

수매물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쌀 등의 기타 비축농산물에 대해서도 19개의

민간창고를 관리하여 공사 보관시설 부족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사

비축물자의 수급안정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