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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개요

 1. 감사 목적

❍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통하여 비축사업, 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해외시장개척 등 주요사업의 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을 통한 지역본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부산울산지역본부 

❍ 감사범위 : 2016. 11월 ～ 2018. 9월까지의 업무 전반

※ 2016년도 감사범위 : 2014. 11월 ～ 2016. 10월(감사기간 : 11. 14. ～ 11. 18)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10. 22 ~ 10. 26(5일)

❍ 감사인원 : 3명 

 4. 감사중점사항

  ❍ 경영관리 전반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정책자금 융자․관리의 적정성

  ❍ 계약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 비축농산물 보관, 판매업무 추진실태

  ❍ 수출 및 사이버거래소 지원업무 추진실태

 ❍ 기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이행 사항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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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주의 

제       목 결재권자 부재 시 전결 규정 관리 불철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내       용

공사 내부의 관리자의 직급에 따른 결재 및 업무처리와 자료 생성은 「권한위임

및 전결규정」과 「문서규정」의 세부 내용에 따라 전자결재 방식에 의해 각 담

당 업무별로 적절한 결재 단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공사의 「문서규정」 제31조(결재) 2항에 따르면 사장은 업무내용에 따라 결재

권을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권한위임 및 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3항에는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이나 그 밖에 사유

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1조 5항에는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대결처리한 문서는 전결권자가

복귀 시 대결 처리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따라서 전결권자인 ◆◆◆◆장 또는 담당 부장의 부재 시 문서를 생산할 경우

에는 대결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전결권자가 복귀 후 전자문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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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할 시 대결 내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되게 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감사원법」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 중대한 과실은 판단하

는 기준 중에 하나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

의 배제 추정) 4항에 따라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 관련 문서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 2016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생산한 문서현

황을 살펴보면 본부장의 출장, 휴가 등의 부재 시에 대결방식이 아닌 전결권한이

없는 차장 이하 직위자를 최종 결재자로 하여 생산한 문서가 67건으로서 문서규

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 대결처리 되지 않은 생산문서 현황

문서번호 등록일자 제목
최종

결재자

◆◆◆◆◆◆◆◆-3039 2016/11/01 업무용승용차(스타렉스) 신규구매 납품 및 검인수 완료 보고 차장

◆◆◆◆◆◆◆◆-3042 2016/11/01 일일 거래동향 조사보고 차장

◆◆◆◆◆◆◆◆-3044 2016/11/01 업무용승용차(스타렉스) 차량감정 의뢰 차장

◆◆◆◆◆◆◆◆-3045 2016/11/01 콩(정선) 이고 요청 차장

◆◆◆◆◆◆◆◆-3046 2016/11/01 ♣♣비축기지 ′16. 10월 비축농산물 정기재고 조사보고 차장

◆◆◆◆◆◆◆◆-3052 2016/11/01 2016년 10월 비상연락망 제출 차장

◆◆◆◆◆◆◆◆-3053 2016/11/01 ‘16년 10월 민원업무 처리결과 보고 차장

◆◆◆◆◆◆◆◆-3273 2016/11/25 수출선도조직 신규선정에 따른 약정체결 및 서류 제출 요청 차장

◆◆◆◆◆◆◆◆-3274 2016/11/25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실사 결과보고 차장

◆◆◆◆◆◆◆◆-3276 2016/11/25 제철 농수산물(사과) 조사 보고 차장

◆◆◆◆◆◆◆◆-3280 2016/11/25 국내 강소식품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차장

◆◆◆◆◆◆◆◆-3400 2016/12/08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실사 결과보고 차장

◆◆◆◆◆◆◆◆-3405 2016/12/08 일일 거래동향 조사보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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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등록일자 제목
최종

결재자

◆◆◆◆◆◆◆◆-3421 2016/12/09 해외문화체험 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차장

◆◆◆◆◆◆◆◆-3457 2016/12/14 정부수매비축 건고추 직배 신청내역 제출 차장

◆◆◆◆◆◆◆◆-3459 2016/12/14 임대사무실(2002호) 냉난방기 수리 검인수 결과보고 차장

◆◆◆◆◆◆◆◆-3487 2016/12/16 ◆◆◆◆지역 농수산물 가격동향 배포 차장

◆◆◆◆◆◆◆◆-3611 2016/12/28 2016년도 12월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차장

◆◆◆◆◆◆◆◆-3614 2016/12/28 업무용 차량 휴무일 사용 차장

◆◆◆◆◆◆◆◆-3615 2016/12/28 수출선도조직 선별장 12월 실태점검결과 보고 차장

◆◆◆◆◆◆◆◆-3639 2016/12/29 2016년 금융사업 비계량 보고서 제출 차장

◆◆◆◆◆◆◆◆-3641 2016/12/29 ‘15년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정산결과 보고 차장

◆◆◆◆◆◆◆◆-3645 2016/12/29 공사 홈페이지 구매규격 사전공개 요청 차장

◆◆◆◆◆◆◆◆-56 2017/01/04 일일 거래동향 조사보고 차장

◆◆◆◆◆◆◆◆-78 2017/01/05 공사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 요청 과장

◆◆◆◆◆◆◆◆-104 2017/01/06 2016년 홍보실적 평가자료 제출 차장

◆◆◆◆◆◆◆◆-105 2017/01/06 2016년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실적 제출 차장

◆◆◆◆◆◆◆◆-143 2017/01/10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실사 결과보고 차장

◆◆◆◆◆◆◆◆-251 2017/01/20 2017년 비축물자 통관대행 용역 입찰결과 보고 차장

◆◆◆◆◆◆◆◆-252 2017/01/20 2017년도 비축물자 통관대행 용역입찰 낙찰 통보 및 계약체결 알림 차장

◆◆◆◆◆◆◆◆-327 2017/01/31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실사 결과보고 차장

◆◆◆◆◆◆◆◆-556 2017/02/22 업무용 차량 휴무일 사용 차장

◆◆◆◆◆◆◆◆-558 2017/02/23 전산지원요청서 차장

◆◆◆◆◆◆◆◆-955 2017/03/31 ◆◆◆◆지역 농수산물 가격동향 배포 차장

◆◆◆◆◆◆◆◆-1031 2017/04/06 ‘17년 4월『안전점검의 날』및 청렴혁신· 고객만족 교육결과 보고 차장

◆◆◆◆◆◆◆◆-1101 2017/04/14 제철 농수산물(양배추) 조사 보고 차장

◆◆◆◆◆◆◆◆-1266 2017/05/04 ◈◈비축기지 ′16년 도입마늘 순기 품위점검 결과보고 차장

◆◆◆◆◆◆◆◆-1267 2017/05/04 ◈◈비축기지 `17. 4월 비축농산물 정기재고 조사보고 차장

◆◆◆◆◆◆◆◆-1338 2017/05/16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점검 결과보고 차장

◆◆◆◆◆◆◆◆-1356 2017/05/17 업무용차량 휴무일 사용 차장

◆◆◆◆◆◆◆◆-1363 2017/05/17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점검 결과보고 차장

◆◆◆◆◆◆◆◆-1505 2017/06/01 2017 대만수출배추 안전성교육 수요조사 결과 송부 차장

◆◆◆◆◆◆◆◆-1509 2017/06/02 제철 농수산물(양파) 조사 보고 차장

◆◆◆◆◆◆◆◆-2154 2017/08/10 지사자금전도 요청서 차장

◆◆◆◆◆◆◆◆-2155 2017/08/10 2017년 8월 『안전점검의 날』행사 결과 보고 차장

◆◆◆◆◆◆◆◆-2189 2017/08/18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점검 결과보고 차장

◆◆◆◆◆◆◆◆-2270 2017/08/29 전산지원요청서(판매입찰 응찰 취소 요청) 차장

◆◆◆◆◆◆◆◆-2412 2017/09/15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점검 결과보고 차장

◆◆◆◆◆◆◆◆-2792 2017/11/06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 관리태세 점검결과 관련 사실확인서 제출요청 차장

◆◆◆◆◆◆◆◆-3158 2017/12/08 지사자금전도 요청서 차장

◆◆◆◆◆◆◆◆-1184 2018/05/03 2018 수산물수출유망상품화사업(해외시장마켓테스트) 약정체결 결과 보고 차장

◆◆◆◆◆◆◆◆-1185 2018/05/03 2018 미래클 K-FOOD프로젝트 신규품목 추천 차장

◆◆◆◆◆◆◆◆-1194 2018/05/04 부산지역 농수산물 가격동향 배포 차장

◆◆◆◆◆◆◆◆-1195 2018/05/04 『2018 ▣▣▣농산물 해외시장조사』일정 변경 요청 차장

◆◆◆◆◆◆◆◆-1914 2018/07/20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심사 결과보고 차장

◆◆◆◆◆◆◆◆-2033 2018/08/07 외부강의 신고서 차장

◆◆◆◆◆◆◆◆-2035 2018/08/07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심사 결과보고 차장

◆◆◆◆◆◆◆◆-2057 2018/08/09 사이버거래 학교급식 신청업체 현장심사 결과보고 차장

◆◆◆◆◆◆◆◆-2112 2018/08/16 전산지원요청서(입찰공고 공사 홈페이지 게시 요청) 차장

◆◆◆◆◆◆◆◆-2113 2018/08/16 전산지원요청서(하반기 비축농산물 냉장컨테이너화물 육상운송용역 입찰 구매규격 사전공개) 차장

◆◆◆◆◆◆◆◆-2308 2018/09/07 전산지원요청서(♣♣비축기지 냉동기 및 유니트쿨러 매각공고(7차) 취소요청) 차장

◆◆◆◆◆◆◆◆-2323 2018/09/07 전산지원요청서(18년 하반기 비축농산물 냉장컨테이너 화물 육상운송용역 입찰공고 공사 홈페이지 게시 요청) 차장

◆◆◆◆◆◆◆◆-2325 2018/09/07 ♣♣비축기지 수변전설비 관급자재 구매 입찰 구매규격 사전공개 실시 차장

◆◆◆◆◆◆◆◆-2326 2018/09/07 전산지원요청서(♣♣비축기지 수변전설비 관급자재 구매규격 사전공개) 차장

◆◆◆◆◆◆◆◆-2448 2018/09/21 전산지원요청서(부산비축기지 전기안전관리자, 경비, 미화, 대행용역 입찰 구매규격 사전공개) 차장

◆◆◆◆◆◆◆◆-2451 2018/09/21 업무용차량 휴무일 사용 차장

◆◆◆◆◆◆◆◆-2452 2018/09/21 전산지원요청서(운송결의서 등록 권한 요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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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서 의견 > 위 부서에서는 대결 처리 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본부장

또는 부장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부재 후 복귀 시 즉시 보고했으며, 전자문서 대

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사내 인트라넷(⊙⊙⊙⊙⊙⊙⊙⊙⊙⊙⊙⊙⊙⊙)의

문서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대결 결재 방법을 다수의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고의성은 없었으며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향후 부재 시 전결권한이 없는 직원이 최종 결재권자가

되어 문서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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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인주의, 통보 

제       목 비축기지 하역용역업체 계약 관리 부적정 및 업체 선정방식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
내       용

◆◆◆◆◆◆◆◆는 정부 비축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지역에 ◈◈, ♣♣ 비축기지

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비축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비축농산물의 입출고, 상하차

등의 하역 관리를 위하여 하역 용역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하역업체 선정방식은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있으며, 입찰 및 계약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관련 법령

에 따르고 있다. 다만, ◆◆◆◆의 하역용역업체 선정에 관련된 공고사항, 과업 내용

등은 각 비축기지별로 일관된 관리를 위하여 본사 ♣♣♣♣♣♣의 방침1)에 따라 운

영되고 있다.

가. 비축기지 하역용역업체 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

◆◆◆◆◆◆◆◆는 2017. 6. 26일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 중인 ◈◈, ♣♣ 비축

기지를 통합하여 하역용역입찰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낙찰자 결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활용하였다. 당시 1차 입찰 시에 단독응찰로 유찰되었고, 재공고를 실

1) ♣♣♣♣♣♣-1840호(2017.04.18.) 비축기지 하역용역업체 선정기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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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2차 입찰 시에도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에 의한 유찰로 단독응찰

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바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8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항에 따르면 재공고에 의한 수의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

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협상에 의

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업체와 수의

계약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는 재공고에 의한 유찰로 단독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격 여부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바 있다.

나. 비축기지 하역용역 업체 변경 계약 시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는 2017. 9. 11일 비축기지 하역용역 업체와 계약업체의 법인화

에 따른 명칭 및 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변경계약을 추진한 바 있다.

공사는 내부 감사 관련 업무의 처리 기준으로 「감사기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

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범위는

별표(일상감사 업무범위)에서 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상감사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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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9번에 따르면, 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제 계약의 체결 추진방침

및 계약의 변경(추진방침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는 2017. 9. 11일 비축기지 하역용역 업체와의 계약건 금

액이 129,846,650원으로 5,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득하지 않았다.

다. 비축기지 하역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에서 2017. 6. 26일 추진한 ◈◈, ♣♣ 비축기지 하역업체 선정

공고문의 입찰 참가 자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의 관련 방침에 따른 사항으로 각 ◆◆◆◆가 비축기지 하역업체

선정 공고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1] ◈◈, ♣♣ 비축기지 하역용역 입찰 참가자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최근 2년(2015년~2016년) 이상 정부위탁 가격안정 비축농

산물의 하역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개인 또는 법인) 또는

∘ 농산물 보관창고․물류시설에서 최근 3년(2014년~2016년) 이상 하역용역 수행 실적이 있

는 업체(개인 또는 법인)는 정부위탁 하역용역 수행 실적으로 간주. 단, 용역 면적이 입찰

에 참여하는 ◆◆◆◆◆◆◆◆ 비축기지(◈◈,♣♣)의 건축물대장 상 보관 창고(◈◈ 

3,306㎡ / ♣♣ 3,306㎡) 면적의 50%(3,306㎡)이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입찰 시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을 따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중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

격을 제한할 때 비축농산물 하역용역과 같이 실적 제한을 하려는 경우 제조 또는 용

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여야 하며,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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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 공고건의 경우 발주금액이 129,846,650원으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1천만원) 미만임에도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7〜2018.9 기간에

공사에서 발주한 비축기지 하역용역 중 발주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인 건이 7건이 있

으나 모두 자격제한을 하였다. 한편,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3분의 1배로 정하여

야 하나 초과하여 제한하거나, 공사 비축기지 업무 수행실적을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등 공정성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2] 비축기지별 하역용역 공고 현황(‘17~’18.9)

비축기지 공고일 발주금액(원) 고시금액 미만/초과 여부

◐◐·□□ 2018.05.29 180,367,650 미만

▢▢ 2017.06.22 98,086,028 미만

▣▣ 2017.06.22 54,124,360 미만

▤▤ 2017.06.13 106,756,840 미만

▥▥ 2017.06.28 103,614,740 미만

▦▦ 2017.06.30 345,540,770 초과

▧▧ 2017.05.12 391,311,526 초과

▨▨ 2017.05.12 268,266,077 초과

▩▩ 2017.05.19 117,599,230 미만

▼▼ 2017.03.15 196,172,056 미만

라. 비축기지 하역업체 선정 시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공사의 각 ◆◆◆◆는 비축기지 하역업체를 선정할 때 본사 ♣♣♣♣♣♣의 방침

을 근거로 공통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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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신규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으며,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

성하여 평가 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관련 비용과 시간 등 행정소요가 많은 방식이다.

◆◆◆◆비축기지 하역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살펴보면 2회 유찰되어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에서는 생소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추진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정부 정책방향은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권장 등 각 분야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축기지 하

역업체 선정 시 낙찰자 결정 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

◆◆◆ 계약담당자의 혼선을 줄이고, 계약 관련 행정 소요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성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관계부서 의견 > ◆◆◆◆◆◆◆◆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에서

는 생소하여 관련규정 인지에 미흡하였고, 변경계약은 중요 사항이 아닌 단순

변경사항으로 단순 변경사항도 일상감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관

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는 하역용역 입찰 방식

과 관련하여 참가 제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현재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격

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 등을 통해 입찰기간 축소 및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방

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비축기지 하역용역 업체 선정 및 변경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감사기준 시행세칙」등의

준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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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당시 소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 ◆◆ ▼▼▼ ‘15.1월~‘18.3월 ◦ 비축기지 관리 등 ▩▩▩▩▩▩▩▩

♣♣♣♣♣♣장은 비축기지 하역용역 업체 선정 시 참가자격제한 사항을 관

련 법령 및 정책방향에 맞게 재검토하고 업체 선정 방식도 ◆◆◆◆ 담당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입찰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방

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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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주의

제       목 자금융자 지원업체 정산지연에 대한 업무처리 불철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는 자금융자업무 관련, 2017년도에 관내 34개 업체에 대하여 농안

기금 농식품구매지원 및 수발기금 우수수산물구매자금 등의 정책자금 총 54건, 금액

기준으로는 669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한 회수기간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본사가 시달한

정책자금의 집행 세부시행계획은 정책자금 대출실행 후 회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각 사업 종료 시 1개월 이내 사업정산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자금융자업무지

침」제3절 정책자금 위약금 징수 처리의 “위약금 회수처리 기준”은 위약금 납부기

한은 사업정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자의 경영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납부기한까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지침의 회수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2017년도 ◆◆◆◆◆◆◆◆의 대출건에 대

한 정산완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9월까지 정산이 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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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야 할 35건의 대출 가운데 19건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자금융자

업무 담당자는 자금대출 업체에 대한 사업의무 이행 여부를 적기에 확인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대출업체가 위약금 징구대상인지 여부 등의 확인 사후관리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표1] 2017년 ◆◆◆◆◆◆◆◆ 금융사업 미정산 내역

< 관계부서 의견 > 위 부서에서는 자금융자 업무와 관련하여 정산기한이 도래한 대

출업체에 대하여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향후에는 대출업체에 대한 철저

금융사업

코드명
거래처명 융자일자

융자금액

(백만원)

사업의무액
(백만원) 사업의무

농안기금 
농식품 

원료구매지원

◆◆◆◆ 2017-04-10 200 100.0 

대출액의 50% 
이상 수출

○○○○○ 2017-07-20 2,350 1,175.0 

 2017-05-22 16,450 8,225.0 

▢▢▢▢▢ 2017-08-21 1,669 834.5 

　소계 　 　 20,669 　

농안기금 

식품외식종합자

금 일반가공

○○○○○○ 2017-08-21 250 312.5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농산물 구입

　소계 　 　 250 　

수발기금 

우수수산물지원

자금

◆◆◆◆◆◆ 2017-07-13 3,000 1,500.0 

대출액의 
50%이상 

국내산 수산물 
수매 및 수출

▢▢▢▢▢ 2017-08-23 1,443 721.5 

▢▢▢▢▢ 2017-04-14 1,527 763.5 

▢▢▢▢▢ 2017-03-13 2,030 1,015.0 

◐◐◐◐◐◐◐◐ 2017-08-01 1,556 778.0 

 2017-08-25 3,000 1,500.0 

▼▼▼ 2017-08-25 450 225.0 

▼▼▼ 2017-08-18 322 161.0 

▼▼▼ 2017-08-18 161 80.5 

▼▼▼ 2017-03-14 150 75.0 

 2017-08-18 45 22.5 

 2017-06-13 62 31.0 

♣♣♣♣♣ 2017-08-01 1,000 500.0 

▣▣▣▣▣ 2017-04-14 5,000 2,500.0 

소계 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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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를 통해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자금융자 지원업체의 정산기한이 도래한 업체의 사업정

산을 완료하여 주시고,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금융자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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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현지조치

제       목 부동산담보에 대한 화재보험 질권확보 미흡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는 2017. 9. 20일자에 관내 업체인 □□□□□□□□□□에 농

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 30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는 □□□□□□□□□□에 대한 대출 실행 시 해

당업체가 담보로 제공한 자기소유 부동산(자기창고 시설: 토지 및 건물) 가운데, 토지에

해당되는 담보가 공사가 정한 담보대출 한도금액 기준에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2017.9.20.일 대출 당시 부동산의 건물에 대하여 ◆◆◆◆◆◆◆◆ 명의의 질권을

설정된 화재보험증서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2018. 10. 25일 현재 기준으로 ◆◆◆◆◆◆◆◆가 확보 중인 □□□□

□□□□□□ 업체의 건물 화재보험 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은 2017. 6. 30부터

2018. 6. 30일까지였으며, 2017년도 농식품원료구매자금의 대출 만기기한(2018.

9. 20)을 충족하는 화재보험 계약 증서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감사 기간 중에 □□□□□□□□□□의 부동산 화재보험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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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장된 보험증권을 요청하여, 2018. 7. 2일자로 화재보험 재계약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고 ◆◆◆◆◆◆◆◆ 명의의 질권 설정이 된 화재보험증서를 확보하였다.

< 관계부서 의견 > 위 부서에서는 자금융자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 담보 확보 시 화

재보험증서 확보 및 계약갱신 등 관리업무 철저를 기하고, 개편한 금융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담보에 대하여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자금융자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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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상가부동산 담보 대출한도액 설정 기준 불합리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공사는 상가 등을 포함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시 대출한도 산정에 관한 기준을

자금융자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금융자업무지침 제51조는 부동산 담보대출 및 대출한도액 산정 시

선순위공제 대상인 임금채권과 임차보증금으로 구분하고 임차보증금 중 상가부

동산의 임차보증금 우선공제는 임대현황 및 담보취득 시기, 신용등급으로 구분하여 기

준을 정하고 있다.

우선 임대현황에 따른 상가부동산의 최우선변제보증금은 감정평가액에 담보비

율 1/2를 적용하고, 임대 시에는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대출업체 신용도가 BBB-등급 이

상인 경우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을 공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과는 별도로 자금융자업무지침 제51조②항3나(7)은 채무자의

신용도 또는 건물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우선변제보증금은 전체감정가액에 담보비율의 1/6을 적용 산출하고, 이를 우선변

제임차보증금과 비교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해당조항이 동 지침 제51조와

상충하고 있으며, 또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는 모호한 문구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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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업무 담당자간의 우선변제 담보비율 적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 관내업체인 ◆◆◆◆◆◆의 2018년도 농식품글로벌육

성자금 1,410백만원 대출에 대한 해당업체의 부동산 담보대출한도 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업체 상가부동산 임차보증금 선순위공제액은 감정평가액에 담

보비율 1/6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 상가부동산 담보 대출한도 산정 시 우선공제 담보비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출 실행 시 대출고객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부

동산의 담보 대출한도 산정과 관련하여 자금융자업무지침 제51조②항3나(7)의

최우선변제보증금의 감정가액 담보비율 1/6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 관계부서 의견 > ▒▒▒▒▒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상가부동산에 대한 최

우선변제보증금의 감정가액 담보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침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부동산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상가부동산의 최우선변제보증금

의 감정가액 담보비율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금융자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 19 -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농식품종합판촉전 신규 도입을 통한 지역농식품 수출 확대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는 지자체협력사업으로 ‘▣▣▣ 농식품해외시장개척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데, 공업 및 수산업 위주의 지역 특성 때문에 특정 품목 및 국가2)에

한정되어 홍보 판촉 예산(200백만원, 지자체예산 100%)이 투입되고 있으며, 농식품

홍보행사 방법은 대형유통업체 매장 일부를 임대하여 시식행사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판촉효과 제고와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신남방정책의 중심지인 베트남(하노이)에서 단순 시식

행사를 벗어나 ‘▣▣▣ 농식품 종합판촉전’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표1] ▣▣▣농식품종합판촉전 개요

 ◊ 일    자 : `18.10.27∼28

 ◊ 장    소 : 베트남 하노이 Big C

 ◊ 품    목 : 배, 배가공품, 단감, 상황버섯, 알로에, 천마, 막걸리, 빵 등 12개 

 ◊ 홍보방법 : SNS를 통한 사전 온라인 마케팅, 자체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품목별 상

세 홍보, 행사 부스별(품목별) 현지 판촉요원 투입 등 

◊ 투입예산 : 35백만원

2) 연도별 품목 및 국가 : (‘15) 배 미국 → (’16) 배 미국, 배 베트남 / 단감 싱가포르 → (‘17) 배 미국,

배 베트남 / 단감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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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자체(▣▣▣),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하였으며, 신선농산물을 벗어나 고

부가가치 가공식품 제조업체 발굴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8월에

는 베트남 바이어(◎◎◎◎◎◎◎) 초청하여 신규 발굴한 업체 품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수출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통해 발굴된 신규 품목은 지역 내 베

트남 전문 수출업체(◆◆◆◆◆◆◆◆◆)와의 매칭을 통해 수출 및 판촉행사 참여를 진행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울산 농림수산식품의 베트남 수출은 ‘18년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32.7%3) 증가한 14.4백만불에 달하여 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지역 농

식품 수출에 있어서의 aT의 역할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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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 (‘16.9 기준) 5.5백만불 → (’17.9) 6.2 → (’18.9) 14.4 / ‘17.9 대비 13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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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제       목
비축농산물 항만비용 정산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투명성 

확보 및 예산 절감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공사는 마늘, 참깨 등의 정부 비축농산물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수입농

산물이 항구에서 도착할 때 항구지에서의 반출 과정을 살펴보면, 국정검사 후 통관

과정을 거치고, 선박회사나 포워더에게 B/L(선하증권)4)을 제시하고 D/O(화물인도지

시서)5)를 발급 받은 후, 국내운송사를 통해 항구에서 수입농산물을 반출하고 있다.

D/O 발급 과정에서 공사는 선박회사나 포워더에게 항구지의 관련비용(입항료,

서류 작성료, 컨터이너 세척료 등)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B/L의 종류에 따라 관

련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도입 시 취급하는 B/L의 종류는 2가지로 MASTER B/L, HOUSE B/L이 있으

며 HOUSE B/L인 경우 MASTER B/L을 제출할 때 발생하는 관련비용 이외에 국

내 HOUSE B/L 취급 대리점의 관련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4) B/L : Bill of Lading(선하증권), 송화인에 대하여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
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 Master B/L은 선박회사가 발행, House B/L은 포워더가 발행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결정하는 운송방식에 의해서 결
정됨

5) D/O : Delivery Order(화물인도지시서) 선박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기 위하여 본선
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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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비용 : (‘15) 7,474,580원 → (’16) 6,561,998원 → (’17) 3,714,211원

[표1] HOUSE B/L에 따른 D/O 발급 시 추가 비용 현황

품목
2015 2016 2017

모선(개) 금액(원) 모선(개) 금액(원) 모선(개) 금액(원)

마늘 - - 2 115,040 - -

양파 5 381,385 12 741,096 1 75,332

대두 7 462,000 14 2,525,154 10 770,000

참깨 2 119,050 9 508,420 19 806,536

콩나물콩 19 1,250,625 23 1,539,288 17 1,435,093

녹두 - - 1 66,000 - -

멥쌀 93 5,261,520 16 1,067,000 11 627,250

고추 - - - - - -

계 126 7,474,580 77 6,561,998 58 3,714,211

항구지 도착 물품의 관련 비용 처리는 「물품구매 업무요령」 중 “별지 13”의

「도착지 항만비 및 검정료 정산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포워더의 HOUSE

B/L 취급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협의에 의하여 납

부한 후 D/O를 발급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는 House B/L 사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품구매 업무요령」의 개정을 본사에 건

의하여, ♣♣♣♣♣♣는 D/O 발급 시 House B/L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

만비용은 계약자 부담임을 명시하도록 「물품구매 업무요령」을 개정하여, 비축

농산물 도입 시 공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6).

이러한 자율적 업무개선 발굴․시행 노력으로 비축농산물 도입 시 통관 업무

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연평균 6백만원(‘15〜`17 집행액 평균) 수준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6) 주요 경과 : 부산◆◆◆◆ 요령 개정 요청(‘18.3.21) → ♣♣♣♣♣♣ 개정(‘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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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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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