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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에 대한 조직 인력운영, 예산
집행, 사업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 감사범위 : 2016. 1월 ～ 2019. 2월까지의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5일) : 2019. 4. 8 ～ 4. 12

❍ 감사인원(2명) : ◈◈◈ 차장, ◐◐◐ 차장

 4. 주요 감사사항

❍ 조직․인력 운영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 현지직원 채용 등 인력 운용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본사 승인 사항 및 보고 사항의 준수 여부 등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 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및 경비 집행관리 실태의 적정성

❍ 수출지원 및 정보조사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및 계약체결․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등
❍ 각 해외지사의 특수상황에 맞는 착안사항에 대한 운영관리 적정성
❍ 최근 감사원 해외지사 감사 지적사항 부문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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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주의 

제       목 보증금 회계처리 부적정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는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수출

홍보, 바이어 초청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회계기준 시행세칙」 등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및 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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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

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차보증금 집행

시에는 자산계정의 보증금 과목으로 그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8년 ◎◎◎◎에서 지출하고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내역을 보면 [표1]과

같이 임차보증금을 집행하면서 보증금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지원직접사업비로

직접 집행하고 이를 환급받으면서 지원직접사업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

하여 회계자료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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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8년 ◎◎◎◎ 임차보증금 관련 회계 처리 내역

(단위 : 유로)

결의서 번호 적  요 계정과목 차변 대변

20180323-027-0003
채권확인소송  종료에 따른 

법원비용 보증금 환급

보통예금 3,251 　

지원직접사업비 　 3,251

20180831-027-0003 임시주택  보증금 환급
보통예금 681 　

지원직접사업비 　 681

20180928-027-0006
전 파견자  주택 임차 은행보증 

환입

보통예금 28,392 　

지원직접사업비 　 28,392

20181113-027-0020
파견직원  8월 임시주택 보증금 

환급

보통예금 200 　

지원직접사업비 　 200

20181129-027-0007
파견직원  8월 임시주택 보증금 

추가 환급

보통예금 100 　

지원직접사업비 　 100

관련부서 의견

   ◎◎◎◎에서는 향후 회계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향후 보증금 회계처리 시 관련된 규정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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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제       목 농식품 현지화지원 사업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는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와 시장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및

라벨링 등 현지화 지원을 위해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는 [표1]과 같이 22건의 사업을

진행하며 40,760유로의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이 사업 추진의 결과 상표 5건1)이

유럽 상표 공식기관 EUIPO에 정식 등록되어 유럽에서 상표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표1] 2018년 ◎◎◎◎ 현지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건 수, 유로)

가. 자문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19 현지화지원사업 추진계획2)의 전문기관 선정 및 관리를 보면 해외지사가

한국산 농식품의 비관세 장벽 애로 해결의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발굴

1) K-mush, 브랜드 아큐맨
2) 수출전략처-675 (2019. 2. 22)

구  분 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합계

건  수 6건 4건 13건 22건

집행액 2,876 3,600 34,284 4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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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관련된 전문기관 평가 및 선정절차 등의

내용을 [표2]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2] 현지화사업 전문기관 선정 및 관리 내역

□ 전문기관 평가 및 선정절차

 ◦ (해외지사) 전문기관 발굴, 내외부위원 평가를 통한 선정, 약정 체결 

 ◦ (본사) 약정 승인 및 전문기관 운영 총괄관리

① 해외지사

▶

② 본사

▶

③ 해외지사

전문기관 발굴·평가,
평가결과 적격업체(평균 70점 이상)

본사 승인요청
전문기관 약정승인

전문기관 약정서
문서보고

□ 전문기관 평가

 ◦ 대상 업체와 면담, 관련 자료(카탈로그, 브로슈어, 홈페이지 등)를 요청․ 제공받아 진행

 ◦ 현지 해당 자문분야별 전문기관을 발굴하여 내·외부 위원의 평가를 거쳐 일정 자격

요건(평균 70점) 충족업체 적격업체로 선정

□ 위탁계약 시행기준

 ◦ (자문단가) 현지여건에 따라 적정 자문료 산출

 ◦ (자문료 계약) 최소 자문건수 기준으로 기본 계약체결 후 추가 자문 사항에 대해

서는 자문 건별로 비용 지급  

□ 약정체결

 ◦ 적격업체로 평가된 전문기관에 대해 본사승인을 득한 후, 표준약정서를 준용하여 

선정된 전문기관과 약정을 체결

□ 전문기관 운영관리

 ◦ 지원업체 신청 건에 대해 전문기관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지사의 

모니터링 필요 

 ◦ 완료된 건의 지원내용, 소요기간 등 확인 후 본사에 정산 요청

 ◦ 지원업체의 현지 전문기관에 대한 현지화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실시하여 

업체 재계약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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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추진계획에 전문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나 전문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연장이나

계약종료와 관련하여서 그 내용이 부재하여 파리지사에서는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 본사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문기관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관련 업무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나. 현지화지원 사업 시스템 이용

현지화지원사업의 신청은 수출업체의 경우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3)을 이용해

전산으로 신청하며, 바이어는 관할 해외지사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추진절차는 아래 [표3]과 같이

신청 → 접수 → aT해외지사 배정 → 전문기관 배정 → 전문기관 지원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3] 현지화 지원사업 추진 절차

수출업체, 바이어 현지 전문기관aT본사 해외지사

지원사업신청
(http://global.at.or.kr)

해외지사
배정

전문기관 배정
신청업체의
질의에 답변

이 과정에서 해외지사의 전문기관 배정 및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가격등록 →

가격 승인 → 지원 결과 등록 → 결과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래 [표4]와 같이

가격 및 결과의 등록은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aT수출업체종합지원

시스템이 한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외국계 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등록절차를 관련 서류를 업체로부터 징구 받아 해외지사 직원이 이를 대신 수행하고

3) http://globa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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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글을 모르는 외국계 전문기관에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표4] 해외지사의 전문기관 배정 및 처리 절차

절차 등록 홈페이지 등록기관

견적가격 등록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전문기관

견적가격 승인 통합정보 - 수출업체지원 해외지사

처리결과 등록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전문기관

처리결과 승인 통합정보 - 수출업체지원 해외지사

관련부서 의견

   현지화 지원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전문기관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한글을 모르는 외국계 전문가관도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 가격 및 결과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현지화

지원사업시스템 화면에 영문 명칭을 추가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해외지사에서 현지화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전문기관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글을 모르는

외국계 전문기관도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 명칭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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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주의 

제       목 권한위임 및 전결규정 미 준수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공사는 모든 부서의 업무처리를 「문서규정」과 「권한위임 및 전결규정」에 따라

전자결재 방식에 의해 소관 업무별로 적정한 결재단계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문서규정」제31조(결재)제②항에 사장은 업무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제③항에는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권한위임 및 전결규정」제8조(위임전결사항)제④항에 따르면 해외

조직 결재권에 대한 전결권한은 각 해외조직의 장(본부장, 지사장, 소장)에게 위임

되며, 제⑤항에는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

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

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조직망 운영규정」제10조(해외조직망의 장)제②항에 의해 해외

조직망의 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사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차하위직급의 해외근무직원4)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기

하고 있다.

4) 해외근무직원 : 공사에서 파견되어 해외조직망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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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한 자가 사후에 구두보고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결재

권자는 대결 처리된 문서를 인지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결’처리한

문서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그 내용이 핸디(내부업무망)메일로 자동전송 되도록

시스템화 되어있다.

그런데 ◎◎◎◎의 2017～2018년에 생산한 [별표]의 문서내역을 보게 되면

지사장이 휴가, 출장 등으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전결권한이 없는 현지

직원5)이 최종결재한 문서가 1건이고, 차하위직급의 해외근무직원이 최종결재자가

되어 결재하면서 서명란에 ‘대결’처리를 준수하지 않아서 자동알림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생성된 문서 37건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관련부서 의견

◎◎◎◎는 향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향후 결재권자의 부재 시 전결권한이 없는 직원이 최종 결재권

자가 되거나 대결 시 “대결” 조치 없는 문서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5) 현지직원 : 해외조직망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에서 채용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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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017~2018년 문서내역

생산

년도
문서번호 문서제목 기안자

최종

결재자

결재권자

 상태

2017 ◎◎지사-118 수출현지화지원사업 업무지원 인턴 채용결과 보고 ◔◔◔ 대리(L4) 출장

2017 ◎◎지사-448 FTA체결국 농산물 시장여건 조사 제출 ◔◔◔ 과장 출장

2017 ◎◎지사-456 6월 러시아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 ◔◔◔ 과장 휴가

2017 ◎◎지사-457 파리지사 지구촌리포트 44호 ▤▤▤ 과장 휴가

2017 ◎◎지사-462 6월 헤이그 앵커숍 운영결과보고 ◔◔◔ 과장 휴가

2017 ◎◎지사-463
2017년 현지화사업 상반기 추진결과보고 및

정산요청
◔◔◔ 과장 휴가

2017 ◎◎지사-469 6월 프라하 앵커숍 운영결과보고 ◔◔◔ 과장 휴가

2017 ◎◎지사-470 6월 EU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 ◔◔◔ 과장 휴가

2017 ◎◎지사-696
시장다변화 거대 신흥시장 수출상담회 참가바이어 

비용정산 요청
◈◈◈ 과장 출장

2017 ◎◎지사-699 9~10월 헤이그 앵커숍 운영결과보고 ◔◔◔ 과장 출장

2017 ◎◎자사-700 수산식품 미개척시장 샘플 송부처 추천 ◈◈◈ 과장 출장

2017 ◎◎지사-706
앵커숍 대상 국내 우수 제안 수산식품 

마켓테스트 결과보고
◔◔◔ 과장 출장

2017 ◎◎지사-888 2017 현지화지원사업 상표권출원 정산 요청 ◔◔◔ 과장 휴가

2018 ◎◎지사-135
독일(뒤셀도르프) 농식품전문 에이젼트 

홍보관련 업무협의 출장
◬◬◬ 과장 휴가

2018 ◎◎지사-286 파리지사 지구촌리포트 62호 ◒◒◒ 과장 출장

2018 ◎◎지사-422 파리지사 지구촌리포트 66호 ◒◒◒ 과장 출장

2018 ◎◎지사-423 5월 EU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 과장 출장

2018 ◎◎지사-424 5월 러시아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 과장 출장

2018 ◎◎지사-500 파리지사 7-8월 운영비 신청 ▤▤▤ 과장 출장

2018 ◎◎지사-630
2018년 2분기 오스트리아 물류센터 

이용료(농수산) 정산결과 보고
▩▩▩ 과장 휴가

2018 ◎◎지사-631
2018년 2분기 오스트리아 물류센터(수산) 

이용료 집행실적 보고
▩▩▩ 과장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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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년도
문서번호 문서제목 기안자

최종

결재자

결재권자

 상태

2018 ◎◎지사-633
7월 EU, 러시아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 과장 휴가

2018 ◎◎지사-634
2018년 2분기 유럽 물류센터 이용료(농산) 

집행실적 보고 및 송금요청
▩▩▩ 과장 휴가

2018 ◎◎지사-635
7월 EU, 러시아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사요원 사례비 지급
◫◫◫ 과장 휴가

2018 ◎◎지사-715
8월 EU 및 러시아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 과장 휴가

2018 ◎◎지사-720 8월 EU 통관문제사례(추가) 제출 ◫◫◫ 과장 출장

2018 ◎◎지사-751 파리지사 지구촌리포트 73호 ◫◫◫ 과장 출장

2018 ◎◎지사-829 파리지사 인권영향평가 자가점검표 제출 ▩▩▩ 과장 출장

2018 ◎◎지사-862
2018년 3분기 오스트리아 물류센터 이용료(농수산)

정산결과 보고
▩▩▩ 과장 출장

2018 ◎◎지사-863
2018년 3분기 유럽 물류센터 이용료(농산) 

집행실적 보고 및 송금요청
▩▩▩ 과장 출장

2018 ◎◎지사-864
2018년 프랑스 종합판촉(2018-1-027-10-171) 

세부추진계획 보고
▩▩▩ 과장 출장

2018 ◎◎지사-871
검·인수 조서(송고버섯 Lyon 도매시장 연계 

홍보행사)
▩▩▩ 과장 출장

2018 ◎◎지사-872
`18년 송고버섯 Lyon Corbas 도매시장 연계 

홍보행사 대행용역사 잔금지급
▩▩▩ 과장 출장

2018 ◎◎지사-1038
2018 하반기 이탈리아 세일즈로드쇼 결과보고

및 정산요청
◒◒◒ 과장 출장

2018 ◎◎지사-1040
2018년 4분기 파리지사 수출정보조사 사업비

정산요청
▩▩▩ 과장 휴가

2018 ◎◎지사-1046
`18년 오스트리아 물류센터(수산) 이용료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송금요청
▩▩▩ 과장 휴가

2018 ◎◎지사-1051
2018년 네덜란드 종합판촉(2018-1-027-11-172)

결과보고 및 정산요청
▩▩▩ 과장 휴가

2018 ◎◎지사-1052
2018년 체코공화국 종합판촉(2018-1-027-12-173) 

결과보고 및 정산요청
▩▩▩ 과장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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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주의 

제       목 해외근무직원의 주택임차 계약 시 본사 승인절차 불이행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공사는 해외조직망 해외근무직원6)의 복리후생을 위해「해외조직망 운영규정」에

따라 공사소유의 주택이나, 현지의 임차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제공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해외조직망 근무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지침」과

「해외조직망 운영비 예산집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해외조직망 근무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지침」제13조(주택제공)제②항에

따르면 해외근무직원의 임차주택제공은 [표1]과 같이 정하는 주택임차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표1] 주택임차료
                                                                                   (월임차료)

또한「해외조직망 운영비 예산집행기준」Ⅲ. 예산과목별 정산요령의 2. 경비,

나. 주택임차료 (1)주택임차 한도액은 [표1]과 같이 직급별 한도액 범위를 초과

한 경우에 해당금액은 개인이 부담하고 사유 등을 명기하여 본사에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6) 해외근무직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파견되어 해외조직망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구    분 1급 2급 3급 4급

◎◎ (유로) 3,220 3,020 2,820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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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7년 2월 ‘인사발령’7)에 의해 ◎◎◎◎에 새로 부임한 ◨◨◨ 지사장은
파리 시내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침에서 정한 주택임차료(월) 한도액 2,820유로

에서 140유로를 초과한 2,960유로로 주택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집행 시에

2,820유로는 공사가 지원하고 초과액 140유로는 지사장 개인부담으로 처리한 후

[표2]와 같이 ‘주택임차 결과’8)를 본사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해외조직망 운영비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주택임차료 한도액을 초과

하는 위 주택임차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추진하여야

했는데 이를 누락하였다.

[표2] 주택임차 현황

                                                                                   (단위:유로)

임차인 임차기간 월임차료 임차보증금 중개수수료 기 타

◨◨◨ 2017.4.11.~2018.4.10 2,960 8,100 1,389 계약자동 연장

관련부서 의견

◎◎◎◎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본사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

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7) 관련문서 : 경영지원처-811(2017.01.20.)
8) 관련문서 : ◎◎◎◎-263(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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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 (모범사례)

제       목 BTS 공연을 활용한 한국농식품 현지매장 입점 추진

수 감 부 서 ◎◎◎◎

처리할 부서 ♣♣♣♣♣

내       용

프랑스에서의 한국식품은 이질적인 식문화로 인해 소비자나 대형유통업체

바이어의 관심이 크지 않아 현지의 대형유통업체에 입점되어 있는 품목이 제한적

이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한국식품점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농식품

수출도 한국식품점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 현지에서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벤더) 미확보 등으로 한국식품의

현지 대형유통업체 입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서는 세계 최대의 식품박람회인 2018 파리식품박람회를 앞두고

전 공연 매진을 기록하며 유럽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BTS의 파리공연이

개최되는 점을 활용하여,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는 2018 파리식품박람회 한국관

사전설명회를 추진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와 직접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어 ◎◎◎◎에서는 BTS 파리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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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hotels Arena를 운영하고 있는 호텔체인 그룹인 Accorhotels 그룹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BTS 공연장과 연계된 VIP 라운지를 임대, 프랑스 내 유력 유통

업체 바이어, 케이터링업체 구매담당자, 국내외 언론인을 초청하여 한국의 우수한

발효식품을 활용한 요리 제공과 아울러 이틀 후에 있을 2018 파리식품박람회

한국관 참가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BTS 파리공연에 대한 현지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인해 평소 한국식품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고급백화점, 도심 대형유통매장 뿐 아니라 대규모 케이터링 업체와

유력 벤더 등이 참석하였고, 국내외 언론사가 참가하여 한국 K-Pop의 인기를

한국 농식품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BTS 공연 연계 사전설명회로 인해 2018 파리식품박람회는 한국관이

이슈의 중심이 되었고, 사전설명회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유력 바이어들이 한국관을

내방하여 수출상담을 진행하였고, 뉴스 전문방송인 CNEWS에서는 아침뉴스에

SIAL 소식을 한국관과 한국 발효식품을 소개하는데 할애하여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BTS 파리공연 연계 사전설명회 및 SIAL 박람회 한국관 운영 결과, 파리 고급

백화점인 Bon Marché의 고급 식료품점 Le Grand Epicerie에서는 2019년 하반기

30여개 한국식품을 판매하는 한국식품 코너 운영을 계획 중이며, 파리시내 주요

매장인 Monoprix에서는 소금물, 발효음료 등을 입점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신규 입점 이외에도 한국식품을 유통하고 있던 Intermarché의 경우 한국

식품 입점 품목 확대를 위한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등 한국식품의 프랑스 현지

주요 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여 향후 프랑스 주류시장에서의 한국

농식품 진출을 가속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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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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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