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클린)카드 제한업종 확대적용 교육

법인 (클린 )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14.10)『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 서울시 교통정책과-1637(‘15.1.26)『법인(클린)카드 제도 개선 권고 및
이행실적 제출요청』
○ 경영감사처-310(‘15.1.27)『법인(클린)카드

및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

○ 회계처-281(’15.2.3)『법인(클린)카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알림』

Ⅱ

법인카드 제도개선 권고 사항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의무적 금지
○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 강화

Ⅲ

법인카드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계획

○ 법인카드 제도개선 권고사항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의무적 금지
-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 강화
○ 법인(클린)카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의무적 금지 및
기타주점 및 일반주점 사용금지 추가 적용

권고

알림』

- 기타주점 :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등
- 현재 : 기타주점은 법인카드 결재는 가능, 모니터링 실시후 취소하고 있음
▶ 2014년 법인카드 일반주점 사용후 취소 59건 5,164,759원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 금지업종 추가 적용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사와 협의하여 업종별 금지업종
추가요구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점업 현황

분류명

설

명

예 시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유흥주점업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요정, 한국식 접객주점, 룸싸롱,
유흥주점을 말한다
바, 서양식접객주점, 비어홀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하는 무도 유흥주점을 말한다
극장식주점(식당), 나이트클럽

기타주점업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토속주점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말한다

☞ 공사 법인카드 의무적 제한업종 지정 현황
- 법인카드 사용 ․ 관리 예규(제4조 2항)
1. 유흥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주점카페, 캬바레, 요정(개정 2013.4.25)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개정 2013.4.25)
3. 레저업종 : 골프장(실내․외 및 스크린),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PC방,

스키장(개정 11.9.20, 2013.4.25)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법인카드 카드사 업종코드 제한업종 구체적 재지정 요구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 강화
- 현재 시행중인 우리공사 모니터링 시스템이 권익위 권고안보다 우수
- 기존 법인카드 시스템 활용 및 전부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변경전 : 법인카드 모니터링 체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
시스템

법인카드 회계처

법인카드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 변경후 : 각 부서별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공유로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법인카드

개선적용

사용내역

법인카드 각부서,
회계처 모니터링
동시실시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 공유

◦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부서장 모니터링 강화(문자 및 법인카드시스템)

-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사 부서게시판 분기별 게시 예정

Ⅳ

행정 사항

○ 법인카드 카드사 업종코드 제한업종 구체적 재지정 요구
- 하나카드 법인팀과 업무협의 적용
- 적용시기 : 2015.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