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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07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품목별ᆞ업종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12조,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 본 양식을 참조하되, 농축협별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가능

2018년 10월 19일

비금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최 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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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7.27 63명
 1. 2018년 2/4분기 사업보고서

 2. 비금, 도초 차도선 공동운영 진행사항 보고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7.24 10명

 제1호 의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보고사항 및 협의사항

  1. 2018년 2/4분기 사업보고서

  2. 비금·도초 차도선 공동운영 진행사항 보고

  3. 2018년 상반기 자체감사 보고

8.29 10명

 제1호 의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보고사항 및 협의사항

   1. 2018년 제5차 목포신안시군농협 인사업무협의회

      결과알림 

9.20 10명

 제1호 의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제2호 의안 : 전무 연봉제 연봉 책정의 건

 제3호 의안 : 조합원 실태조사 심사의 건

  ◊보고사항 및 협의사항

  1. 기타 현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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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본소 동부지점
파머스

마  켓

경  제

사업소
주유소 철부선

18 3 7 7 2 11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지도·지원 강화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지도

◦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농·축협 경쟁력 제고

◦ 경영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윤영혁신 지원

◦ 고객중심 민원처리 및 농업인소비자 권익보호

◦ 내부통제 기능강화로 경영의 안정성 제고

◦ 사고예방 및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용교육 강화

◦ 농·축협 임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2. 경제(유통)사업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농협 판매사업 역량 강화

◦ 정부 유통정책 변화에 연계한 경쟁력 있는 농협 육성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도·지원 강화

◦ 중앙회와 농협 공동으로 산지 유통 전문 인력 육성 추진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을 통한 수급 안정 사업 지속 참여 추진

◦ 농업인 대상 산지조직육성 교육 강화

◦ 공선 출하회 사업범위 확대

◦ 계통농약 구매개선 및 마케팅 강화로 사업 활성화 추진

◦ 비료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인 생산비 절감

◦ 자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자재 전략품목 개발

◦ 주유소 종합컨설팅 및 운영지도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

◦ 고효율 점포운영을 위한 진열표준화 지속추진 및 전 점포 확대



3. 신용(금융)사업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도·지원 강화

◦ 마케팅 역량 강화로 내실 있는 사업성장 지원

◦ 건전여신 확대로 기본 수익기반 강화

◦ 신용점포 금융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지원 확대

◦ 사업내실화를 통한 수익 증대

◦ 농·축협 생명보험 수수료 확대를 위한 추진 지원 강화

◦ 농업인 서비스 확대(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보험, 농기계종합보험)

◦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월남 중심 장기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 추진

4. 기타사업

◦ 농업과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신뢰받는 농협 홍보

◦ 농업인 및 농·축협의 실익사업 지원활동 중점 홍보

◦ 소비자 중심의 품격 있는 광고 개발

◦ 농협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농·축협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18년 
9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45,205 24,742 54.73 23,941 801 3.35

판  매 26,896 13,065 48.58 12,730 335 2.63

구  매 6,939 4,738 68.28 4,457 281 6.31

마  트 6,241 3,938 63.10 3,822 116 3.05

가  공

기  타 5,129 3,001 58.51 2,932 69 2.35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56,189 55,196 98.23 52,963 2,233 4.22

평잔 57,248 54,384 95.00 54,950 -566 -1.03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26,532 23,419 88.27 24,328 -909 -3.74

평잔 26,093 23,625 90.54 23,635 -10 -0.04

보험(공제)료 2,457 2,258 91.89 1,981 277 13.99

※ 상호금융예수금·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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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0  유동부채       13,542

현금          885 외상매입금          461

외상매출금        2,747 단기차입금       10,597

재고,생물자산        4,042 기타유동부채        2,484

기타유동자산        3,736  금융업예수금       55,196

 금융업예치금       37,452  금융업차입금        4,749

 금융업대출채권       28,114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373  비유동부채       11,422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11,226

 비유동자산       17,847 기타비유동부채         196

투자자산        4,431 부채합계      84,909

유형자산       12,617  출자금        4,979

무형자산           14  자본잉여금          622

기타비유동자산          785  자본조정         -7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4,016

자본합계         9,541

자산 총계       94,450 부채와자본 총계       94,450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9월말

(A)
'18년 9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9,390         20,322           932

영업비용          13,999         14,362           363

매출총이익           5,391          5,960           569

신용사업           1,061          1,266           205

경제사업           4,330          4,694           364

판매비와관리비           5,144          5,636           492

영업이익             247           324            77

교육지원사업비             231           469           238

영업외손익             173            150           -23

법인세차감전손익             188              5          -183

법인세비용             13            13

당기순이익             188             -8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