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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구경북지역본부 감사결과 보고

2018. 6.

    감      사      실



1. 감사배경 및 목적

❍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 보관 

및 판매, 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해외시장개척 사업추진 등 주요 사업

수행 실태 및 조직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대구경북지역본부

❍ 감사범위 : 2016. 4월 ～ 2018. 3월까지의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4. 23 ~ 4. 27 (5일)

❍ 감사인원 : 3명 

4. 감사중점사항

❍ 경영관리 전반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 계약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 비축농산물 보관․판매업무 추진실태

❍ 수출 및 사이버거래소 지원업무 추진실태

❍ 기타 정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이행 사항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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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수감부서 건       명 처분요구 처리할부서

조치결과

회보여부

1
대구경북

지역본부

후순위 담보취득 업무 불철저 및 

화재보험 산정 지침 개선 필요

기관주의 ○○○○○○○○ 회보불요

시정 ○○○○○○○○ 회보요

통보 ●●●●● 회보요

2
대구경북

지역본부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 신용대출 

지침 개선 필요 

통보 ○○○○○○○○ 회보요

개선 ●●●●● 회보요

3
대구경북

지역본부

사업의무 이행확인 불철저 및 제재

조치 지침 불합리

기관주의 ○○○○○○○○ 회보불요

개선 ●●●●● 회보요

4
대구경북

지역본부

화재보험 질권설정 확정일자 취득 

지연 및 관리 불철저
기관주의 ○○○○○○○○ 회보불요

5
대구경북

지역본부
비축기지 용역계약 관리 부적정 기관주의 ○○○○○○○○ 회보불요

6
대구경북

지역본부
정부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도 개선 필요 개선 ☆☆☆☆☆ 회보요

7
대구경북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 회계처리 및 정산 

부적정

현지시정 ○○○○○○○○
회보불요

주의 ☹☹☹☹☹

8
대구경북

지역본부

효율적인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수행으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통보

(모범사례)
☹☹☹☹☹ 회보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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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주의, 시정, 개선 

제       목 후순위 담보취득 업무 불철저 및 화재보험 산정 지침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
내       용

○○○○○○○○에서는 2017.6.14.에「2017 우수수산물지원자금」1,989,000천 원을

지원업체인 “주식회사 ◎◎◎◎”의 부동산 담보 변경요청1)에 따라 기존에 취득

하고 있던 아파트 담보(해당 채권액 : 739,000천 원)를 공장 및 토지, 기계기구로 변경하여

취득하였는데2), 동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1순위, 2순위 모두 “□□□□□□

□□□□”로 215,000천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국산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관내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 부동산 및 예금담보를

통해 2016. 12. 30.에 850,000천 원을 대출실행 하였으며 대출 시점에 해당 부동산

담보는 “□□□□□□□□□□”에 480,000천 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

다.

1. 후순위 담보취득 일상감사 누락

「감사기준시행세칙」일상감사 업무범위의 13.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1) 기존 담보취득 아파트(서울 ★★구 ★★동)의 재개발 확정됨으로 업체에서 담보변경 요청
2) 관련문서 : ○○○○○○○○ - 1373호 (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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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건 2순위 이하를 취득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지역본부에서는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면서 공사보다 선순위 근저

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안전성 및 가치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지역본부에서는 위 “주식회사 ◎◎◎◎” 취득하고 있던 아파트 담보가

재개발 확정됨에 따라 동 업체의 공장 및 토지, 기계기구로 담보변경을 하면서

동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가(1순위, 2순위) □□□□□□□□□□로 설정되어 있었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하면서도 업체에서 제공한 부동산 담보에 “□□□□□□□□□□” 의 480백만 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의뢰 및 승인 없이 담보

변경 및 대출을 추진하였다.

2. 담보물 화재보험 가입 필요 및 관련지침 개선 필요

자금융자지침의 제5절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건물, 공장 및 기계

기구, 동산 등의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은

차주의 비용부담으로 하되, 공사가 융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보험증권에 대한

질권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 첨담보물(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토지평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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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지역본부에서는 공장 및 토지, 기계기구 등을 담보물로 취득할 경우

에는 차주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질권을 설정해 놓아야 하며, 위와

같이 토지평가액이 채권을 초과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보험가입을 면제토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지역본부에서는 2017.6.16.에 “주식회사 ◎◎◎◎”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

취득 보고 내용3)을 보게 되면 토지평가액(1,029,610천 원)이 공사 융자금액(500,000천 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보험가입을 면제하였는데, 동 담보물의 경우 공사 융자채권

500,000천 원보다 선순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855,360천 원(임금채권 635,260천 원,

선순위근저당 설정액 215,000천 원, 주택 최우선변제 보증금 51,000천 원)이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으로 공장 및 기계가 전소되었을 경우에는 토지평가액으로 선순위

공제금액을 충당하고 나면 174,250천 원밖에 남지 않으므로 공사 채권(500,000천 원)을

전액 보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18.2.7.에 개정한 자금융자업무지침 제45조(화재보험)에 따르면 아래

[표]과 같이 화재보험 가입금액을 공사 융자예정액과 타 저당권자 선순위설정액

(공사는 융자잔액)을 더한 금액에서 토지감정평가액과 기존 보험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화재보험 가입금액 산정내용 

화재보험 가입금액 = 공사 융자예정액 + 타 저당권자 선순위설정액(공사는 융자잔액)      

                      - 토지감정평가액 – 기존 보험가입금액

그런데 위 [표]의 산정내용을 보게 되면 화재발생 시 공사 채권보다 선순위

3) 관련문서 : ○○○○○○○○ - 1395호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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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타 저당권자 선순위설정액’은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타 저당권자

선순위설정액’보다 선순위 공제가 될 수 있는 ‘임금채권’과 ‘주택 최우선변제

보증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출한도금액 산정 시에 ‘임금채권’과 ‘주택최

우선변제 보증금’을 공제한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으로 인해 채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에서는 일상감사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일상감사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에서는 지역본부에서 후순위로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본사 총괄부서에는 사전 승인절차가 없다 보니 전문성 부족에

따른 사전검토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후순위 부동산 담보 취득하는 본사

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화재

보험 가입금액 산정 시 임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 공감하며 금융기관 사례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구경북지사장은

① 향후 부동산 후순위 담보 취득 시에 일상감사 의뢰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기관주의)

② “주식회사 ◎◎◎◎” 후순위 취득 부동산 담보물의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 채권(500,000,000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질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장은 근저당권 후순위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본사 심사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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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도록「자금융자업무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담보 취득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금액 산정 시 임금채권 및 주택최우선변제 보증금 미포함으로

인해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타 금융기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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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개선 

제       목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 신용대출 지침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
내       용

○○○○○○○○에서는 농식품 가공업체인 ㈜△△△에 대하여「2016년 우수

농식품구매지원자금」으로 1,000,000천 원을 전액 신용대출한 바 있으며, 2017.11.10에

「2017년 농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으로 동일한 금액과 조건으로 대환 대출한 바 있다.

2017.11.10. 대환대출 당시 위 지역본부에서 검토한「㈜△△△ 신용 심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동 업체는 신용등급 AR3등급(KED A-), 현금흐름등급 CR3의 중기업

으로 깐밤, 냉동딸기 등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써 공사에 대한 총 채무현황은

총 19,812,700천 원이고 이중 1,000,000천 원은 전액 신용대출, 나머지 금액은 부

동산담보를 취득하여 대출되었으며 부동산담보 근저당설정금액은 23,100,000천 원

(1순위)이다.

[표1] 공사와의 채무현황(‘17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자 금 명 대출액 회수액 채권액 만기일 담 보 비 고

시설

`08시설현대화 450,000 385,800 64,200 2018-06-20 부동산

`11시설현대화 580,000 248,700 331,300 2021-05-20 부동산

`11시설현대화 60,000 25,800 34,200 2021-05-20 부동산

`14시설현대화 390,000 - 390,000 2024-04-30 부동산

`16수출시설현대화 1,000,000 - 1,000,000 2026-11-10 부동산

운영 `17농식품원료구매

13,000,000 - 13,000,000 2018-04-10 부동산

1,500,000 - 1,500,000 2018-05-20 부동산

1,052,000 - 1,052,000 2018-07-20 부동산

1,000,000 - 1,000,000 2018-11-10 전액신용

1,441,000 - 1,441,000 2018-11-10 부동산

계 20,473,000 660,300 19,812,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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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자업무지침」제5장(신용대출 및 연대보증) 제1절(신용대출)의 신용대출 대상 및

한도를 보게되면 1. 전액 신용대출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3.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 신용 대출의 경우 아래 [표3]와 같이 (1) KED 신용

등급 및 현금흐름등급(CR)을 활용해 외감법인(상장회사 포함), 비외감법인, 개인사

업자에 대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파악하거나 (2) 이자지급 후 현금흐름액(전년도

70%, 전전년도 30% 반영)에 따른 한도금액 파악하거나 하여 2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2] 전액 신용대출 대상 및 한도

  1. 신용평가 등급별 신용대출 총 한도금액은 업체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신용대출금액을

     의미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기업이 정책

     자금을 배정받은 경우 배정받은 금액까지 신용대출 가능하다.

   가. AAA등급 : 100억원             나. AA(+,-포함)등급 : 100억원

   다. A(+,-포함)등급 : 50억원        라. BBB+등급 : 20억원

   마. BBB등급 : 10억원              바. BBB-등급 : 5억원

[표3]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 신용대출 기본요건 및 한도

기본요건

  (1) 전년도 KED 신용평가결과를 조회하여 이자지급 후 현금흐름액이 (+) 업체

  (2) 외부감사 의견이 한정․의견거절․부적정이거나, 자본잠식인 업체 제외

  (3) 전년도를 포함해 3년 연속 KED 제공 현금흐름등급(CR) 5이하인 업체 제외

   ※「현금흐름등급」조회 : KED 화면 기업정보-기업신용-현금흐름등급

  (4) 3년 이상 결산 사업자로 전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기업형태별로 자산 및 

매출액이 아래 금액 이상일 것

<자산 및 매출액 기준>

구분
중기업・중견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제조 비제조 제조 비제조

자산 90억원 이상 50 이상 35 이상 10 이상

매출액 160억원 이상 90 이상 35 이상 20 이상

  (5) KED의 전년도 재무제표 신뢰도 항목 중 ‘재고자산회전기간․매출채권회전

      기간․매입채무회전기간 변화량’에 체크사항(○, △)이 없는 업체

신용대출

한도 산정 

기준

구분 외감법인 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

KED 신용등급 b+ 이상 b 이상 b+ 이상 b 이상 b+ 이상 b 이상

현금흐름등급(CR) 4 이상 5 이상 4 이상 5 이상 4 이상 5 이상
KED신용등급・CR 한도 2억원 1.5억원 1.5억원 1억원 1억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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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본부에서는 중기업․중견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전액

신용 대출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3]의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 신용

대출 기본요건 및 한도에 따라 신청업체의 KED 신용등급 및 현금흐름등급(CR)을

활용하여 한도액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에서는 2017.11.10에주식회사 △△△에 대한「2017년
농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대환 대출하면서 KED A-(AR3등급), 현금흐름등급 CR3의

중기업이므로 [표3]의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신용대출한도 산정 기준에 따라

200,000천 원까지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6.11.10. 동 자금 최초 전액신용 대출

할 당시에는「자금융자업무지침」제1절(신용대출) 1.전액 신용대출에 따라 1,000,000천 원

까지 대출된 바 있고 신설된 조항(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 신용대출)과 기존 조항과의

대출 대상 및 한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 조항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여 회수없이 1,000,000천 원을 대출하였다.

다만 위 지역본부에서는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신용심사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동 검토서인「㈜△△△ 신용 심사보고서」검토내용을 보게 되면 현 채권액

(19,813백만 원 / ‘17.11월 기준)보다 근저당 설정액(23,100백만원)이 높고 ‘18년 상반기

시설자금 원금상환기일 도래로 향후 부동산 담보여력 발생하여 ‘18년에 1,000백만 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담보로 전환이 가능((주)△△△ 협의완료)하다고 명시해 놓은 바 있다.

한편 ●●●●●에서는「자금융자업무지침」제5장(신용대출 및 연대보증) 제1절(신용

대출)에 1.전액 신용대출과 2.부분 신용대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융

환경에 능동 대응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기 위해 2017.4.20.「자금융자업무지침」에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 신용대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위 [표3]과 같이 중기업․중견기업 이하의 농수산식품업체에

대한 전액 신용대출 및 한도를 별도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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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설된 위 [표3]의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신용 대출 한도산정 기준에

KED 신용등급에 대한 상한기준 없이 b+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기존 “전액

신용대출(bbb- ~ aaa)”과 중복되고 있고 구분이 모호하여 위 ○○○○○○○○와

같이 기존 조항에 따라 대출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업무혼선을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에서는「자금융자업무지침」에 ‘중소 농수산식품

업체 전액신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기존 ‘전액신용대출 조항’에도 부합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기존 ‘전액신용대출 조항’의 한도액에 맞게 대출하였다는 의견

이며, ●●●●●에서는 신설 조항인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신용금액’ 기준이 모호

하게 명기되어 있어 명확하게 정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 신용 심사보고서」에 명시해 놓은 바와 같이 ‘18년

상반기 시설자금원금상환기일도래로향후부동산담보여력발생하여 ‘18년에 1,000백만원에

대한 부동산 담보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장은 「자금융자업무지침」의 ‘중소 농수산식품업체 전액신용에 관한 조항’의

대출대상 및 한도 기준을 기존 ‘전액신용대출 조항’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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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주의, 개선 

제       목 사업의무 이행확인 불철저 및 제재조치 지침 불합리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
내       용

○○○○○○○○에서는 지역농수산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연간 1,263억원 규모의 자금을 97개

업체(2017년 현재 채권잔액 기준)에 지원하고 있다.

위 지역본부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자금종류는 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지원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과 식품산업 사이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과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로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등이 있다.

본사(◉◉◉◉◉)에서 시달한 위 자금들의「세부시행계획」을 보게 되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수매실적에 대한 사업정산 및 본사에 보고

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무 미이행 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위약금 부과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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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사업의무 미이행 제재조치 내용

또한「자금융자업무지침」제3절 정책자금 위약금 징수 처리의 “위약금 회수

처리 기준”을 보게 되면 위약금 납부기한은 사업정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자의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지침의 회수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여신약정서」제10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③항을 보게 되면 동 약정서의

제8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4)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공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 할 의무를 지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지역본부에서는 각 자금융자 건에 대하여 위약금 부과 및 대출금

회수여부를 판단하고, 위 관련지침 및 약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회수기준 및 절차에

맞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자금융자 건별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지역본부에서 2016년도에 실행한 자금에 대한 사업정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별표]와 같이 정산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들의 정산

서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정산기한 내 정산을 하지 않은 사례가 79건(농산물 원료

구매지원자금 33건, 노지채소 안정자금 46건) 있었으며, 이 중 아래 [표2]과 같이 ◈◈◈◈(영) 등

4) 여신약정서 제8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공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실적이 자부담(대출 금액의 25%) 미만인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2년간  

     대출제한, 위약금 징구[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연체대출금리(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금리) 적용]

  ◦  사업실적이 자부담 이상이나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경우 미 이행 상당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미 이행 상당 대출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1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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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체에서 사업의무를 미이행하여 위약사항이 발생하였고, 위약금 및 미이행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통지 및 회수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였다.

[표2] 사업의무 미이행업체 위약금 등 회수내역

(단위 : 천원)

업체명 자금용도 융자금액
지침상

정산기한

정산실시

일자

회수액 위약금

 회수일대출금 위약금

 ◈◈◈◈(영) 
마늘·양파수급

안정자금
160,000 2017.09.30 2018.4.10 해당사항없음 91 2018.04.13

 ▣▣▣▣
마늘·양파수급

안정자금
1,128,000 2017.09.30 2018.4.10 해당사항없음 591 2018.04.16

 ◐ ◐◐◐◐◐
마늘·양파수급

안정자금
383,000 2017.09.30 2018.4.10 해당사항없음 246 2018.04.13

한편 농안기금운용규정 제31조 및 본사에서 시달한「2016년, 2017년 우수농

식품구매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제재사항을 보게 되면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 정도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

금을 징구토록 정하고 있다.

[표3] 사업의무 미이행 업체 제재내용

□ 자금지원업체의 수출실적이 자부담금에 미달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2년간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구한다.

  ◦ 위약금 산출방법 :「대출금전액 × 위약금리 × 기간」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는 회수일)현재 농협은행 연체

대출금리 – 해당 대출금리 

    - 농협은행 연체대출금리 :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금리

  ◦ 기  간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

   - 대출금 회수전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 상환기일의 전일

□ 자금지원업체의 수출실적이 자부담금 이상이나 수출의무액에 미달시 수출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징구한다

  ◦ 위약금 산출방법 :「수출의무미달금액×위약금리×기간」

   - 수출의무 미달금액 : 수출의무액(대출금액의 50% 또는 70% 또는 100%) - 수출이행액

  ◦ 위약금리 : 부과일(부과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게시되는 거치식 정기예금 중 거래실적

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가장 높은 금리)

  ◦ 기  간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

   - 대출금을 회수하기전에 상환기일에 이르렀을 경우 대출금 상환기일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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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지역본부에서 융자한 “◑◑◑영농합자회사”의 경우 해당자금에 대한

사업정산 결과 사업(수출)실적이 자부담금 이상이나 수출의무액에는 미달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103,167천 원을 회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대환대출 실행한 바 있다.

[표4] 사업의무 미이행업체 위약금 등 회수내역

(단위 : 천원)

업체명
자금

용도
융자금액 대출기간

정산

일자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액

회수액
위약금 

회수일
대출금 위약금

◑◑◑영농

합자회사

농식품 

원료구매지원
270,000

2016.12.11

~2017.12.10
2017.12.13 103,167 0 1,645 2017.12.13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대출금 회수금 산정내역 : 사업의무액(135,000,000원)-수출이행액(31,832,940원)

 * 위약금 산정내역 : (103,167,060원*1.6%*20/366)+(103,167,060원*1.6%*344/365)

  - 위약금 산출방법 ; 수출의무미달금액*위약금리*기간

  - 위약금리 : 농협 거치식-자유로운정기예금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1.6% 적용

  - 위약기간 : 364일 2016-12-12 ~ 2017-12-10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해 위 지역본부와 본사 총괄부서에서는 대환대출의

의미상 사업의무 이행 사업기간의 당해 대출금액은 전액 회수하여 종결되고 신규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당초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제재조치 목적으로 정한 규정이 현실업무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관계부서 의견 ○○○○○○○○에서는 업체들의 정산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정산기한 내 정산을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에서는 사업의무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하는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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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장은 향후 사업정산이 지연되는 없도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장은 정책자금 사업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제재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관련지침 또는 자금의 용도 및 조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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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주의 

제       목 화재보험 질권설정 확정일자 취득 지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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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계속을 필요로 할 때에는 차주로 하여금 보험기간 만료기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계속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계속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받아 보험

증권에 첨부하여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험증권에 대한 질권취득 절차를 아래 [표1]와

같이 정하여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명채권5)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5)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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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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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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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런데 위 지역본부에서는 아래 [표2]의 화재보험 확정일자 지연 및 월별납입현황

미징구 현황과 같이 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 등 5개 업체의 경우 화재보험 질권설정에

6)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는 동 보험의 약관에 따라 2회 미납시 자동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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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확정일자를 적기에 받아놓지 않고 있었으며,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조건

으로 부보되어 있는 ▤▤▤시스템 등 9개 업체 대해서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납부영수증 징구 등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일이 발생되더라도 인지하지 못할 실정에 있다.

[표2] 화재보험 확정일자 지연 및 월별납입현황 미징구 현황

                                                                                      (단위 : 원)

거래처명 융자일자 해당융자금액
화재보험 

가입일
확정일자

확정일자

지연

월별납입현황 

징구여부

(농)(주)▥▥▥ 2017-05-02 1,470,000,000 2018-03-07 2018-04-18 1개월 초과
해당없음

(일시납)

(농)▨▨▨▨▨▨
2017-05-22

　
21,234,000,000 

2017-07-06 2017-08-11 1개월 초과
해당없음

(일시납)

2016-10-17

(2026/10/17)
2016-12-01 1개월 초과 미징구

(농)(주)▧▧▧▧ 2015-04-30 230,000,000 2018-03-23 2018-04-09 - 미징구

(주)▦▦▦▦▦ 2015-11-20 383,000,000 2015-11-10 2016-03-24 1개월 초과 미징구

(주)▩▩(농) 2013-08-30 420,000,000 2013-01-30 2013-04-04 1개월 초과 미징구

　 2016-10-05 2016-10-10 - 미징구

♨♨♨♨(영) 2016-12-20 976,000,000 2014-06-27 2014-07-07 - 미징구

☏☏(영) 2017-12-20 350,000,000 2017-12-19 2017-12-20 - 미징구

☎☎☎☎☎☎(영) 2015-11-30 500,000,000 2013-02-25 2013-02-25 - 미징구

☜☜☜☜ 2015-11-20 100,000,000 2016-12-14 2016-12-27 - 미징구

관계부서 의견 ○○○○○○○○에서는 부동산담보 화재보험 질권설정 관리 등의

업무에 철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부동산담보 화재보험 가입여부 및 질권설정 관리사항을 전수

점검하시기 바라며, 향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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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 관 주 의

제       목 비축기지 용역계약 관리 부적정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관내 비축기지 관리 및 각종 사업에 추진에 따라 경비,

청소 및 행사 대행 등 각종 계약을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에서 시달7)한 용역계약 연장 업무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비축기지의 경비, 청소용역 계약과 ♣♣비축기지의 경비용역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의 한시적인 연장과 함께 용역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용역변경 계약을

추진하였다.

[표] ○○○○○○○○ 용역계약 변경체결 현황

구  분 ♧♧비축기지  경비용역 ♣♣비축기지 경비용역 ♧♧비축기지 청소용역

계약대상 ㈜☊☊ ㈜☋☋☋☋☋
계약체결일 2017. 12. 27. 2017. 12. 29. 2017. 12. 29.

연장 계약기간 2018.1.2.~4.1. 2018.1.1.~3.31. 2018.1.16.~3.31.

계약금액 19,174,940 원 18,279,630 원 5,950,640 원

「감사시행세칙」`일상감사 업무범위` 9번 항목에 따르면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기존 용역계약과 달리 용역

단가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단가의 산출기준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여 추진해야함이 바람직하다.

7) ☹☹☹☹☹-11909(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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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초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비축기지 경비용역 계약의 기간

연장과 용역단가 인상은 계약의 중대 사안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사전에 일상

감사를 득하고 추진했어야 하며 비축기지 경비용역에 대한 인상금액은 산출

세부내역의 일관성과 적정성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비축기지 경비용역의 변경계약8)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인력투입과 근무시간대인 ♧♧비축기지와

♣♣비축기지의 경비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에도 ♧♧비축기지의

기본급은 1,670,154 원인데 반해 ♣♣비축기지는 1,662,624 원이며 건강보험 등

부대경비 산출 기준도 제각각 달리 적용되어 동일한 조건의 용역임에도 최종 3개

월분의 용역계약 금액은 [표] 와 같이 895,310원 [19,174,940원–18,279,630원] 의

차이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 경비 용역비용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비축기지  경비용역 ♣♣비축기지 경비용역

기 본 급 1,670,154 1,662,624

건강보험 63,390 65,425

국민연금 91,420 97,005

임금채권 보장보험 1,219 1,620

장기요양보험료 4,670 4,285

3개월분 용역계약 금액 19,174,940 원 18,279,630 원

조치할 사항

○○○○○○○○장은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하는 변경계약 추진 시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단가의 변경 시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8) ○○○○○○○○-2941(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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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정부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도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에서는 우리 농산물에 유통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

푸드 직매장 설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매장 인테리어, 판매시설 및 기자재 등 공사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원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소재 2017년도 로컬푸드 지원 대상 업체인 ☭☭☭☭☭☭☭
(주) 등 3개 업체의 사업정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이 에어컨, POS

단말기, 당도측정기, 저울 등의 기타 유형자산류를 구입하였다.

[표 1] ○○○○○○○○ 로컬푸드 사업자 기타 유형자산 주요 구입내역

구  분 구입품목 구입금액(원) 비  고

(농)◈◈◈◈◈회의소(주) 에어컨 5,800,000 가전제품 도소매업체에서 구매

▣▣농협

POS 단말기 등 27,542,900

당도측정기 1,000,000

저  울 5,137,000 정육매장 설치

저울 및 라벨인쇄장치 6,618,000 출하작업장 설치

잔류농약속성검사기 4,600,000

◐◐친환경영농조합법인
POS 단말기 31,970,000

에어컨 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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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달9)한 `2017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자 자금배정 결과

통보` 문서에 따르면 자금용도의 범위는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기, 통신,

냉난방 공사 등의 시설공사와 판매 진열대, POS 단말기, 카트, 바코드라벨 출력기

등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중요자산의 보고 및 공시) 1항과 4항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취득가액 50만 원 초과)은 처분 제한기간 이전

까지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및 공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3항에

따르며 일반적인 기계 및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는 5년간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로컬 푸드 지원 대상자가 구입한 자산 중 국고보조금으로 구입된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사용현황 및 부적

절한 처분 여부의 확인 등의 적절한 사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에서 시달10)한 `2017년도 로컬 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실시

알림` 문서의 사후관리 점검사항 [표 2] 을 살펴보면 정부보조 사업으로 구입된

유형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며 지역본부에서는 관내 지원

업체에게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된 유형 자산의 항목별 현황 및 정확한 수량내역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정부보조 사업인 `로컬 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보조 사업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기준 마련과 실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9) ☆☆☆☆☆-286(2017.1.25.) 2017년도 로컬 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자 자금배정 결과 통보
10) ☆☆☆☆☆-1718(2017.6.5.) 2017년도 로컬 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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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로컬푸드 사후관리 필수 점검 사항

항    목 점  검  내  용 배 점

시설
요건

설치유형  독립매장형 요건에 부합하는가? 5

설치면적  판매장은 적정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가? 5

취급
품목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을 판매하지 않는가? 10

지역농산물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있는가? 10

상품다양성  신선농산물, 농가공품 등 상품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5

기  타  직매장 내 부적합한 품목 등을 혼합판매하고 있지 않은가? 5

매장

운영

매장운영지침  직매장 운영지침을 적절히 운영관리하고 있는가? 5

생산자관리

 영세농∙고령농∙여성농 등 취약농가를 우선 배려하는가? 10

 생산자 등록, 교육 등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10

 생산자가 가격결정, 진열, 재고관리를 직접 수행하는가? 5

유통기한  부류별 유통기한 기준을 운영∙준수하고 있는가? 5

품질안전관리

 안전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고객에 공개하고 있는가? 5

 위반시 출하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10

점수   계 100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 담당부서인 ☆☆☆☆☆는 정부보조 사업으로 구입된

유형자산의 사후관리 이행과 적절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2018년 하반기 중 의견수렴을 통해 `로컬 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자 사후관리

지침`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정부보조 사업인 로컬 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재원으로 구입된

각종 유형 자산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로컬 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자 사후관리 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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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

현지시정, 주의 
제       목 수출지원사업 회계처리 및 정산 부적정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
내       용

○○○○○○○○는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 물류비지원,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농산물 기술지원사업 회계처리 및 컨설팅비 원천징수처리 부적정

○○○○○○○○는 경상북도 관내 농식품 생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식품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를 위해 『경상

북도 농산물 기술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가. 지원직접사업비 회계처리 부적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4조(회계원칙)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 경상북도 농산물 기술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관내 농식품 생산∙수출업체

 ◦ 추진방법 : 개별 컨설턴트-개별 업체 간 컨설팅 수행

  - 컨설팅 분야별 컨설턴트 Pool을 활용하여 매칭을 통해 업체 1:1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 재배기술, 포장/디자인, 국제인증, 경영, 수출

 ◦ 소요예산 :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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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산물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지원사업수익(매출액)과 지원직접사업비

(매출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는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집행할 때

지원직접사업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지원사업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 『농산물 기술지원 사업』 관련 회계처리 오류 내역

(단위 : 천원)

결의서 번호 집행금액 오류내역

20171031-011-0004 1,301
지원직접사업비를 지원사업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20171214-011-0007 4,900

나. 컨설팅비 지급 관련 원천징수 처리 부적정

「소득세법 제 127조(원천징수 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컨설팅이 완료된 후 컨설턴트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

하고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는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비용을 집행하여 관련 세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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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농산물 기술지원 사업』 컨설팅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지원 업체 수
집행 내역

오류 내역
예산금액 정산금액

9업체 30,000 13,050
원청징수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컨설팅비 지급

2.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 및 사업비 지급 관련 부적정

○○○○○○○○는 ☬☬☬☬☬가 시달한 『2017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비율 변경 시달11)』에 따라, 해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자 2017년 총 56개 업체에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비 296백만원을

지원·정산하였다.

가. 사업비 정산증빙 관련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선정된 업체가 인증획득을

위해 실사단의 항공료를 집행한 경우, 항공티켓 또는 E-ticket(탑승자 확인용),

여행사 인보이스 및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실사단의

한국체류 세부일정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본부는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정산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11) ☬☬☬☬☬-75 (2017. 2. 14)

※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 업체

 ◦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지원방식 : 선정 업체가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후 aT지역본부에 정산 신청, 지역본부에서 

배정 예산 내 사후정산 실시



- 29 -

그런데, ○○○○○○○○는 버섯 생산 및 수출업체인 ≪≪≪≪(경상북도

○○군) 에 Global GAP인증 취득을 지원하면서 관련 증빙사류를 확인하는 등

사후정산심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사단의 한국

체류 세부일정 증빙이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다만, 감사기간 중 ≪≪≪≪에 실사단의 한국 체류 세부일정 증빙을 제출

하도록 요구하여 감사기간 중 일정표를 징구 받아 그 내용을 확인․보완한 바 있다.

[표 3] ≪≪≪≪ Global GAP 인증 취득 및 정산 내역

(단위 : 천원)

업체명
인증 취득 내역 인증 정산 내역

인증명 취득일자 인증기관 배정예산 정산금액

≪≪≪≪ Global GAP 2017. 5. 23
NSF Asia 

Pacific Co.
4,500 3,637

나. 사업비 개인명의 계좌로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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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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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사업자는 보조사업자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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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지출이 명백하게 구분·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는 기관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정산·교부(입금)되어야 한다.

그런데, ○○○○○○○○에서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내역을 보면 [표4]와

같이 ㉿㉿식품과 ☺☺식품에 인증비용으로 지급된 2,747,500원과 3,269,000원이

기관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 등의 계좌로 지급하여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다.

[표 4] 개인계좌로 사업비가 집행된 내역

(단위 : 천원)

업체명

인증 취득 내역 인증 정산 내역

인증명 취득일자 인증기관 배정예산 정산금액 결의서번호

㉿㉿식품 ISO22000 2017.9.22 ㈜☃☃☃☃ 3,500 2,747 20171226-011-0002

☺☺식품 ISO22000 2017.11.23 ☄☄☄☄(주) 5,900 3,269 20171226-011-0002

관련부서 의견 ○○○○○○○○에서는 2017년 농산물기술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컨설팅비 지급과 관련한 소득세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컨설팅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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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사항

○○○○○○○○장은 향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사업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시정)

☹☹☹☹☹장은 수출지원사업(농산물기술지원사업,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정산을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관 련 자 ]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 ☼☼ ☼☼☼ `17. 2월 ~ `18. 3월 지자체협력사업 등 ☪☪☪

○○○○○○○○ ☽☽ ☽☽☽ `16.8월 ~ `18. 2월 해외인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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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모범사례)
제       목 효율적인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수행으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는 경북지역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판촉전, 박람회,

수출상담회, 경북도 우수시군 시상식 등 610백만원 규모의 다양한 지자체 수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대구지역본부는 공사 핵심역량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수출효과가 큰 사업에 그 역량을 집중하였다.

   [표1] 2017년도 경상북도 수출지원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역 기  간 참가
업체

사업비
(백만원)

계 610
홍보행사 동남아 농식품판촉전 하반기 2회 60

뉴욕축제지원 10월 5 20
수출상담회 수출상담회(동남아, 중화권) 5월 30 40

수출촉진대회 우수시군 시상식 5월 20

식품박람회

동경 식품박람회 3월 8 50
캐나다 식품박람회 5월 2 20
상하이 식품박람회(SIAL) 5월 8 65
방콕 식품박람회 5월 5 40
공동 마케팅 (하반기박람회 5회) 하반기 - 210

무역사절단 동남아무역사절단 파견 11월 5 35
컨설팅 및 워크숍 분야별 전문가 교육 연중 20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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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수출확대와 연관성이 낮은 경북도 시군 워크샵사업,

무역사절단 파견, 우수시군 시상식 등의 내역사업은 축소하고, 이 재원을 활용

하여 수출과 직결되는 경북농식품 수출콜라보 협의회, 수출업체 교육․컨설팅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경북도농산물 수출콜라보 협의회” 구성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및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수출기회를 확대시켰으며 특히, 2017년 12월 협의회가

주관한 수출상담회에 14개 수출업체가 참가해 150백만불을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수출업체 교육․컨설팅사업은 교육관련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컨설팅 분야(재배기술, 포장디자인, 수출, 경영)를 확정하고 9개 업체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 ♘♘ 등 5개 단체, 158개 포도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포도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수출할 수 있는 한국

포도수출연합을 육성하였고, 그 일환으로 중국바이어 팸투어를 2회 실시하였다.

지자체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사 핵심역량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및 수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7년 국가 전체의 신선

농산물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농가소득과 직결된 경북도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109,780천불을 달성했으며, 특히 포도의 경우 전년대비

92.3% 증가한 6,345천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적극적인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경북도 신선농

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한 해당부서에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