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8기 사업보고서 -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농협 가족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농협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농협 사업이용에 대
한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전이용으로 당기 순이익은 사업계획대비 93%인 406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여 조합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도 조합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우리농협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헌신적인 사업 참여 덕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문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지도부문

2019년도 우리농협의 경영을 요약해 보면 총 사업량은 390억원, 당기순이익은 406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66백만원을 합하여 572백만원의 처분 할 잉여금 중 법적적립
금으로 58백만원을 제적립하고, 출자배당을 위해 127백만원과 이용고배당 109백만원을 합하
여 236백만원 현금배당을 해드리고 115백만원을 이용고실적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또한 각종 충당금 적립률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00%상당액을 적립 완료하
였습니다. 

환원사업으로는 조합원차량 보조지원 103백만원, 도서민 여객지원 98백만원, 벼 재해보험 지
원 7백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9백만원, 아이스팩 및 섬초비닐 지원 60백만원, 퇴비비
료 지원 40백만원, 학생교복지원 5백만원, 조합원자녀 장학금지원 11백만원, 조합원 건강검진 
13백만원, 물꼬야 지원  5백만원, 섬초축제행사 지원 4백만원, 영농회 좌담회 26백만원, 전자
저울지원 8백만원, 겨울감자 지원 컨설팅 40백만원, 기타 184백만원으로 총613백만원을 교육
지원사업비료 지원 하였습니다.

2. 판매사업부문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에서 책임지고 제 값에 팔아 줌으로써 조합원들께서는 안정적
으로 생산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



도 있었지만 우리 임직원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시금치(겨울야채) 판매사업은 총301,083박스(전년도 350,230박스) 출하
- 매출액은 80억5천만원(전년도93억원)
- 천일염은 967,574포대(20kg) 매출액은 57억원(전년도 1,000,224포대 57억원)
- 벼 1,968,931가마 28억원
- 보리 799,345가마 6억원
- 판매사업으로 총 184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여 판매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 구매사업부문
구매사업부분은 지속적인 가격안정, 수급관리 강화 등으로 비료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농업인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비료 등 다양한 비종 공급으로 농가 재배품목 다변화로 인한 농
업기자재 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었지만 2019년도에는 61억원으로 계획대비 87.37%를 
달성하였습니다.

 
4. 하나로마트부문
하나로마트부분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여 많
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카테고리 및 POG운영 전략을 차별화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기에 준비하여 판매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구색을 갖추어 고객
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총매출액 51억원(전년 50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 증가

5. 차도선부문
차도선 부문에 있어서는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남강-가산항로가 신설되어 고객 접근성이 용이
해져 조합원 및 관광객 편익제공을 하였으며 운송매출액 32억원(전년40억원)으로 전년대비 운
송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남강-가산 항로를 운항함으로써 운송비용(유류대)이 절감되었음, 앞
으로도 비금농협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조합원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선상여행이 될 수 있도
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신용사업부문
미래성장을 위한 상호금융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익기반 강화를 위한 예수금 증대을 위한 
직원별 예금 추진과 비이자 수익 증대, 예방적 채권관리 강화 및 대출자산 질적 개선 추진



▶ 예수금 잔액 660억원(전년도 564억원)으로 17.04% 증가
▶ 상호대출금 잔액 215억원(전년도 233억원)으로 7.71% 감소
▶ 보험료 25억원(전년도 29억원)으로 13.88%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