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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17년 7월  1일 부터

2017년 9월 30일 까지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07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품목별ᆞ업종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12조,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 본 양식을 참조하되, 농축협별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가능

2017년 10월   일

비금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최 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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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

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7.21 65명
◈ 보고사항

 1.2017년 2/4분기 운영의 공개(사업보고서)

 나. 이사회

개최

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7.19 9명

제 1호의 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 보고사항 및 협의사항

 1.2017년 2/4분기 사업보고서

 2.2017년 상반기 자체감사 보고

8.30 10명

제 1호의 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 보고사항 및 협의사항

 1.구 철부선 매각 진행 현황

 2.구 지게차 매각 및 자체보유 방향

 3.차량용 연락처 제작 현황

 4.천일염장기저장시설 사업진행 안내

 5.하나로마트 야채(똑순상회)원산지 현황

 6.시흥물류 미수금 정산 협의

 7.농협창고(덕산리 142-1사무실 앞)향후 방향 협의

9.29 10명

제 1호의 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 보고사항 및 협의사항

 1.2017년도 하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전국동시채용

 2.하나로마트 휴게소 환경개선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전화번호 비고

주사무소 061) 275 - 5251~4

동부지점 061) 275 - 6059

파머스마켓 061) 275 - 5250

경제사업소 061) 275 - 5181

농협주유소 061) 275 - 0389

철부선사업소 061) 244 - 5251

 

나. 인원 현황

1) 임원현황

임원(11명)
조합장 이사 감사

1 8 2

2) 직원현황

직원(50)

본소 동부지점
파머스

마켓

경제

사업소
주유소 철부선

18 3 8 7 2 12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 정관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본 서식은 삭제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ㅇ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지도·지원 강화

ㅇ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지도

ㅇ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농·축협 경쟁력 제고

ㅇ 경영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혁신 지원

ㅇ 고객중심 민원처리 및 농업인소비자 권익보호

ㅇ 내부통제 기능강화로 경영의 안정성 제고

ㅇ 사고예방 및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ㅇ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용교육 강화

ㅇ 농·축협 임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2. 경제(유통)사업

ㅇ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농협 판매사업 역량 강화

ㅇ 정부 유통정책 변화에 연계한 경쟁력 있는 농협 육성

ㅇ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도. 지원 강화

ㅇ 중앙회와 농협 공동으로 산지 유통 전문 인력 육성 추진

ㅇ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을 통한 수급 안정 사업 지속 참여 추진

ㅇ 농업인 대상 산지조직육성 교육 강화

ㅇ 공선 출하회 사업범위 확대

ㅇ 계통농약 구매개선 및 마케팅 강화로 사업 활성화 추진

ㅇ 비료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인 생산비 절감

ㅇ 자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자재 전략품목 개발

ㅇ 주유소 종합컨설팅 및 운영지도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

ㅇ 고효율 점포운영을 위한 진열표준화 지속추진 및 전 점포확대 



3. 신용(금융)사업

ㅇ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도·지원 강화

ㅇ 마케팅 역량 강화로 내실 있는 사업성장 지원

ㅇ 건전여신 확대로 기본 수익기반 강화

ㅇ 신용점포 금융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지원 확대

ㅇ 사업내실화를 통한 수익 증대

ㅇ 농·축협 생명보험 수수료 확대를 위한 추진 지원 강화

ㅇ 농업인 서비스 확대(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보험, 농기계종합보험)

ㅇ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월납 중심 장기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 추진

4. 기타사업

ㅇ 농업과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신뢰받는 농협 홍보

ㅇ 농업인 및 농·축협의 실익사업 지원활동 중점 홍보

ㅇ 소비자 중심의 품격 있는 광고 개발

ㅇ 농협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ㅇ 농·축협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17년 
9월말
(B)

달성률
(C=B/A

)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27,972 12,730 45.51 12,675 55 0.43

판  매 6,565 4,457 67.88 4,300 157 3.64

구  매 5,955 3,822 64.17 4,094 -272 -6.65

마  트 3,491 2,587 74.11 2,218 369 16.60

가  공 606 345 192.80 334 11 53.96

기  타 44,589 23,941 53.69 23,622 319 1.35

상호금

융

예수금

잔액 55,267 52,963 95.83 51,799 1,164 2.25

평잔 55,248 54,950 99.46 52,538 2,412 4.59

상호금

융

대출금

잔액 21,700 24,328 112.11 16,327 8,001 49.01

평잔 17,387 23,635 135.93 16,483 7,152 43.39

보험(공제)료 2,665 1,981 74.32 2,376 -395 -16.64

※ 상호금융대출금(예수금) 잔액 및 평잔 달성률은 연간계획 및 기준일 실적에서 

전년동기 실적을 각각 차감한 후 계산함



Ⅳ.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유동자산 13,072 유동부채 11,043

현금 650 외상매입금 1,948

외상매출금 2,671 단기차입금 8,191

재고,생물자산 5,623 기타유동부채 904

기타유동자산 4,128 금융업예수금 52,963

금융업예치금 33,431 금융업차입금 4,772

금융업대출채권 28,738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367 비유동부채 15,221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차입금대충)

16,164

(1,126)

비유동자산 18,261 기타비유동부채 183

투자자산 4,136 부채합계 83,999

유형자산 13,158 출자금 4,850

무형자산 자본잉여금 622

기타비유동자산 967 자본조정 -2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4,058

자본합계

자산 총계 93,502 부채와자본 총계 93,502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9월말

(A)
'17년 9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8,838 19,390  552

영업비용 13,656 13,999 343

매출총이익 5,182 5,082  -100

신용사업 1,101 1,061 -40

경제사업 4,081 4,330 249

판매비와관리비 4,567 5,144  577

영업이익 614 247  -367

교육지원사업비 479 231  -248

영업외손익 107 173  66

법인세차감전손익 242 188  -54

법인세비용 45   45

당기순이익 197 18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