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2017년도 비금농협 현황

2018.  3. 

비금농업협동조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선 언 문

     비금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최승영

상임이사(또는 전무)  남송국

※ 본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결산일(2017년 12월 31일) 현재이며, 
작성기준일이 다른 항목은 기준일을 해당 항목에 표시하였습니다.



목     차

선언문 ····································································· 

Ⅰ. 일반현황 ···························································· 
1. 설립목적 | 2. 운영지표 | 3. 중점 추진사업 | 4. 연혁 | 5. 관할구역 
| 6.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 7. 조직도 | 8. 임직원 현황 | 9. 사무소 
현황 | 10.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Ⅱ.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11. 요약 재무상태표 | 12. 자본금 현황 | 13. 배당 현황 | 14. 손익발생 
원천별 실적 | 15∼20. (별첨)

Ⅲ.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 22. 대출금 현황 | 23. 예적금 현황 | 
24. 유가증권 투자 현황 | 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Ⅳ.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 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Ⅴ.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28. 리스크 관리 개요 | 29. 통합리스크  | 30. 유동성리스크  | 
31. 금리리스크 | 32. 신용리스크 | 33. 시장리스크 | 34. 운영리스크  | 
35. 신용편중리스크 | 36. 내부통제

Ⅵ. 기타사항 ···························································· 
37. 이용자 편람



우리 농(축)협은 조합원의 농업(축산업, 품목 또는 업종 등)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분야별 전문가 육성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신시장 개척
◎ 미래환경대응 및 안정적 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관리
◎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수익 극대화
◎ 농업·농촌 가치 재창출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판매사업 역량 강화
◎ 농업인 대상 산지 족 육성 강화 및 정부 협력 사업 추진
◎ 영업점 지원 강화로 내실 있는 사업 성장
◎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농축협 경쟁력 재고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문화 복지 사업 전개

Ⅰ. 일반현황

1. 설립 목적

2. 운영지표(경영이념)

3. 중점 추진사업



1972년 10월 2일  설립
1972년 10월 2일  업무개시
1997년 5월 27일  화여객선 취항(257톤)
2001년 9월 24일  파머스 마켓 개점
2009년 12월 31일 상호금융 예수금 333억원 달성
2009년 12월 31일 판매사업 198억원 달성
2009년 12월 31일 총자산 554억원 달성
2010년 12월 31일 시금치(비금섬초) 판매사업 100억 달성
2011년 12월 31일 경제사업 실적 460억 달성
2012년 12월 31일 상호금융 예수금 500억원 달성
2014년 3월 31일  천일염 산지 유통 센터 건립(476평)
2016년 7월 28일  섬드리 비금농협 고속 페리호 취항(598톤)
2017년 11월 30일 천일염장기 저장시설 건립(500평)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신안군 비금면 일원입니다.

□ 지역농(축)협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역축협 제105조)에 의거 우리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
(지역축협 제10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우리 농(축)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우리 농(축)협의 
이사회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에 따라 농업인인 경우 ( 20 )좌 이상, 법인인 
경우( 100 )좌 이상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4. 연혁

5. 관할구역

6.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우리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가입금 ( 5,000 )
원 이상을 납입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축)협은 6과 1개 지사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철부선
(10명)

조합장

전  무

상  무 상  무

기획.지도
총무과(3명)

(3명)

신 용
(5명)

하나로마트
(8명)

구매
(8명)

판매
(9명)

지사무소
(1개, 3명)

총  회
대의원회

감사이사회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임  원
조합장(상임) 1(1) 1(1)
이사(상임) 8 8
감사(상임) 2 2

직  원
지도·경제 40 42 2

신용 6 6
합  계 57 57

준조합원

7. 조직도

8.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사무소명 주   소  (또는 위치) 전화번호
본점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791 275-5251~4
동부지점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191 275-6059
파머스마켓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791 275-5250
경제사업소 전남 신안군 비금면 비금북부길 9 275-5181

설치위치 주        소 취급가능 업무
본점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791 365자동화코너
동부지점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191 현급지급,이체

9. 사무소 현황
2017.12.31. 현재

10.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2017.12.31. 현재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
(B-A)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Ⅰ.유동자산 11,591  12.11 10,831  11.15 -760 
1.현금 421  0.44  455 0.47 34 
2.외상매출금 1,289  1.35  1,527  1.57 238 
3.재고·생물자산 5,453  5.70  4,638  4.77 -815 
4.기타유동자산 4,428  4.63  4,211  4.33 -217 

Ⅱ.금융업예치금 37,665  39.36  39,807  40.97 2,142 
Ⅲ.금융업대출채권
  (대손충당금)

28,509
(366)  

29.79
(0.38)  

28,493
(386)  

29.33
(0.40) 

-16
(20) 

Ⅳ.공제·농작물보험자산
Ⅴ.비유동자산 18,287  19.11 18,411  18.95 124 

1.투자자산 4,314  4.51  4,427  4.56 113 
2.유형자산 13,186  13.78  13,198  13.58 12 
3.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786  0.82  786 0.81 　

자 산 총 계 95,686 100 97,156 100 1,470

부

채

Ⅰ.유동부채 13,660  15.85 11,622  13.29 -2,038  
1.외상매입금 321  0.37  253 0.29 -68 
2.단기차입금 10,478  12.16  9,389  10.74 -1,089  
3.기타유동부채 2,860  3.32  1,980  2.26 -880 

Ⅱ.금융업예수금 53,932  62.58  55,094  63.02 1,162 
Ⅲ.금융업차입금 4,913  5.70  4,725  5.40 -188 
Ⅳ.공제·농작물보험부채 　 　 　 　 　
Ⅴ.비유동부채 13,670  15.86  15,979  18.28 2,309 

1.장기차입금 12,788  14.84  15,038  17.20 2,250 
2.기타비유동부채 882  1.02  941 1.08 59 

부 채 총 계 86,175 100 87,420 100 1,245

자

본

Ⅰ.출자금 4,818  50.66 4,868  49.99 50 
Ⅱ.자본잉여금 622  6.54  622 6.39 　
Ⅲ.자본조정 -62  -0.65  -36 -0.37 26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이익잉여금 4,132  43.44  4,282  43.98 150 
자 본 총 계 9,511 100 9,737 100 22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5,686 97,156 1,470

Ⅱ.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11.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출자금 잉여금 자본조정 등 합   계
2016년(A) 4,818 4,754 △62 9,511
2017년(B) 4,868 4,904 △36 9,737
증감(B-A) 50 150 △26 226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배당률
우선출자배당률 % % %
보통출자배당률 2.55% 2.38%     △0.17%

1좌당 보통출자 배당액 125원 116원        △9원
1좌당 당기 순이익 427원 424원       △3원
배   당   성   향 41.27% 56.16% 14.89%

배당액
(백만원)

보통출자배당액 119,558,010원 113,143,890원 △6,414,120원
우선출자배당액 원 원 원
이 용 고배당액 114,545,620원 118,870,980원 4,324,360원

12. 자본금 현황
(단위 : 백만원)

13. 배당 현황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Ⅰ. 영업수익 26,441 27,973 1,532 

1.신용사업영업수익 2,576 2,414 -162 
가.이자수익 2,016 1,958 -58 
나.수수료수익 375 301 -74 
다.기타영업수익 185 156 -29 

2.경제사업영업수익 23,864 25,558 1,694 
Ⅱ. 영업비용 19,094 19,761 667 

1.신용사업영업비용 871 773 -98 
가.이자비용 676 599 -77 
나.수수료비용 19 18 -1 
다.기타영업비용 175 156 -19 

2.경제사업영업비용 18,223 18,987 764 
Ⅲ. 매출총이익 7,347 8,212 865 
Ⅳ. 판매비와관리비 6,377 7,424 1,047 
Ⅴ. 영업이익 970 788 -182 
Ⅵ. 교육지원사업비 679 685 6 
Ⅶ. 영업외수익 549 746 197 
Ⅷ. 영업외비용 350 359 9 
Ⅸ. 법인세차감전당기순손익 490 490 　
Ⅹ. 법인세 비용 84 77 -7 
Ⅺ. 당기순손익 406 413 7 

14. 손익발생 원천별 실적

(단위 : 백만원)

주) 보험사업 및 농작물보험 수익·비용은 신용사업에 포함



15. 재무상태표(통합, 신용, 일반)
| 별첨1 |

16. 손익계산서(통합, 신용, 일반)
| 별첨2 |

17. 이익잉여금처분(이월결손금처리)계산서
| 별첨3 |

18. 자본변동표
| 별첨4 |

19. 감사보고서
| 별첨5 |

20. 사업보고서
| 별첨6 |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 감(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

달

비
용
성

예수금(별단제외) 52,219 60.13 54,289 56.97 2,070 △3.15

차
입
금

상호금융 669 0.77 63 0.07 △606 △0.70
정책자금 4,686 5.40 4,827 5.07 142 △0.33
보험사업 0 0.00 0 0.00 0 0.00

기타 0.000 0.00 0 0.00 0 0.00
일반차입금 12,159 14.00 17,238 18.09 5,078 4.09
기   타 1,207 1.39 1,331 1.40 124 0.01
소   계 70,940 81.68 77,748 81.59 6,808 △0.09

무
비
용
성

자기자본 9,091 10.47 9,333 9.79 242 △0.67
충당금등 652 0.75 578 0.61 △74 △0.14
기    타 6,167 7.10 7,631 8.01 1,464 0.91
소    계 15,910 18.32 17,542 18.41 1,633 0.09

조 달 합 계 86,849 100 95,290 100 8,440

운

용

수
익
성

예 치 금 37,732 43.45 36,242 38.03 △1,490 △5.41

대
출
금

상호금융 17,011 19.59 23,793 24.97 6,782 5.38
정책자금 4,708 5.42 4,833 5.07 124 △0.35
보험대출 0 0.00 0 0.00 0 0.00
신용카드 120 0.14 119 0.12 △2 △0.01

기타 0 0.00 0 0.00 0 0.00
외상매출금 1,728 1.99 2,122 2.23 395 0.24

유가증권 1 0.00 1 0.00 0 △0.00
기    타 0 0.00 0 0.00 0 0.00
소    계 61,301 70.58 67,111 70.43 5,810 △0.15

무
수
익
성

비
유
동

투자자산 4,516 5.20 4,324 4.54 △192 △0.66
유형자산 11,682 13.45 13,104 13.75 1,422 0.30
무형자산 0 0.00 0 0.00 △0 △0.00

기   타 9,351 10.77 10,751 11.28 1,400 0.52
소   계 25,549 29.42 28,179 29.57 2,631 0.15

운 용 합 계 86,849 100 95,290 100 8,440

Ⅲ.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평잔)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기타"에 "보험일반차입금", "대출금-기타"에 "보험일반대출금" 각각 포함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  감(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상 호 금 융 자 금 대 출 23,588 82.39 23,762 82.97 174 △0.58
정 책 자 금 대 출 4,921 17.18 4,730 16.52 △191 △0.66
보 험 대 출
신용카드수탁취급계정 119 0.42 139 0.49 20 0.07
기타(보험일반대출 포함)
신 용 가 지 급 금 3 0.01 7 0.02 4 0.01
합   계 28,631 100 28,638 100 7 0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  감 (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담 

보

부 동 산 9,063 51.04 10,326 55.17 1,263 4.13
유가증권
예 적 금 307 1.73 235 1.25 △72 △0.48
보 증 서 8,324 46.88 8,082 43.18 △242 △3.7
기    타 62 0.35 74 0.4 12 0.05

 소    계 17,756 51.27 18,717 53.43 961 2.16
 신     용 16,892 48.73 16,313 46.57 △579 △2.16
 합     계 34,648 100 35,030 100 382 0

22. 대출금 현황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담보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잔액 구성비 평잔 구성비 잔액 구성비 평잔 구성비 잔액 평잔
요구불예금 20,133 37.58 17,977 34.51 20,969 38.22 19,544 36 836 1,567

적립식예금 2,042 3.82 1,982 3.82 2,066 3.78 2,040 3.76 24 58
거치식예금 31,389 58.60 32,122 61.67 31,800 58 32,700 60.24 411 578

합  계 53,564 100 52,081 100 54,835 100 54,284 100 1,271 2,203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국 ·공 채
ㅇ ㅇ 채
수익증권 해 당 없 음

예금자보호기금채권
기타유가증권

합    계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총  여  신 28,632 28,640 8

고 정 이 하  여 신 133 196 63

부 실 여 신 52 57 5

충 당 금
적립현황

충 당 금 적 립 액 366 387 21
충 당 금 비 율
(충당금적립률) 103.41 108.04 4.63

23. 예적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24.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종합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종합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자본적정성
순 자 본 비 율 10.21 10.30 높을수록 양호
단 순 자 기 자 본 비 율 9.94 10.02 높을수록 양호
총 자 본 비 율 20.50 21.34 높을수록 양호

유  동  성
유 동 성 비 율 82.45 103.44 높을수록 양호
고 정 자 산 비 율 72.44 71.80 낮을수록 양호

수  익  성
총 자 산 순 이 익 률 0.47 0.44 높을수록 양호
수 지 비 율 95.63 96.69 낮을수록 양호
총 자 산 경 비 율 8.16 8.55 낮을수록 양호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0.53 0.63 낮을수록 양호
순 고 정 이 하 여 신 비 율 0.08 0.22 낮을수록 양호
연 체 대 출 금 비 율 0.58 0.56 낮을수록 양호

생  산  성
노 동 소 득 분 배 율 44.78 43.42  낮을수록 양호
이익금의 조합원배분율 13.41 10.07

Ⅳ.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단위 : %)



Ⅴ.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013.3.8.개정

28. 리스크 관리 개요

리스크의 개념

리스크(Risk)란 장래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즉, 자금을 운용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또는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리스크관리 목적

리스크관리의 목적은 리스크 발생 원천을 파악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
시키거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농(축)협의 경영건전성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리스크관리 절차

우리 농(축)협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인식과 한도설정,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보고의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조직

리스크관리 조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실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실무조직



29. 통합리스크

통합리스크의 개념
통합리스크란 우리 농(축)협에 노출된 리스크를 하나의 리스크관리지표로 
통합하여 산출하고 적정 자본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합리스크의 측정
통합리스크의 측정은 4개의 유형별 리스크를 통합하여 산출합니다.

구    분 측 정 방 법
금  리  리스크 (A) 금리EaR
신  용  리스크 (B) 바젤Ⅱ 내부등급법
시  장  리스크 (C) 시장VaR
운  영  리스크 (D) 바젤Ⅱ 운영표준방법

통합리스크 = A + B + C + D

통합리스크 관리 방법
통합리스크는 가용자본 이내로 관리
통합리스크 허용 한도를 설정하고 유형별 리스크에 위험자본 배분
통합리스크 허용 한도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결정

30.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개념
유동성리스크란 운용과 조달기간이 불일치하거나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지급불능, 비정상적 자산처분, 자금차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유동성리스크의 측정

유동성리스크의 측정은 유동성비율로 산출합니다.

|산출방법 : 유동성비율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부채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자산

× 

유동성리스크 측정 대상은 일정기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과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입니다.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법

유동성비율을 주지표로 관리하고, 유동성누적갭비율, 예대율, 금융기관
예금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보조지표로 관리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기간불일치를 적정하게 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한 각종 목표비율한도 준수 및 관리
유동성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유동성위기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

31.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의 개념

금리리스크란 금리가 변동할 경우 자산과 부채의 금리기일 불일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금리리스크의 측정

금리리스크의 측정은 금리EaR로 산출합니다.
| 산출방법 : ∑(만기구간별 금리갭 × (1년 – 금리개정 중간시점) × 2%)
| 금리EaR 개념 : 금리가 향후 1년 안에 2%변동시 최대 손익변동액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은 일정기간 안에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자산과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금리리스크의 관리 방법

금리EaR을 주지표로 관리하고 금리누적갭비율을 보조지표,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 자산가치변동액(VaR)을 참고지표로 관리
금융시장 동향 및 경쟁 금융기관 정보를 수집하여 금리 운용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한 각종 목표비율 한도 준수 및 관리
금리 변경시에는 손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금리 변경에 따른 손
익 변동액을 예상하여 관리

32.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개념

신용리스크란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과 유가증권 등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신용리스크의 측정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측정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부도율과 
담보종류에 따른 부도시손실률을 위험가중치 함수에 대입하여 산출된 
미예상손실에 예상손실 대비 대손충당금부족분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신용리스크 측정 대상은 신용사업 자산계정(대외예치금, 유가증권, 상호
금융대출, 정책자금대출, 신용카드수탁계정 등)입니다.

신용리스크 관리 방법

바젤Ⅱ 내부등급법에 의해 측정한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주지
표로 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한 각종 목표비율 한도 준수 및 관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여신심사체제 확립
채무자 신용상태 등 수시 점검하여 부실징후 조기 발견
신용리스크 관련 위험프리미엄을 산출하여 금리에 반영



33.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의 개념

시장리스크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 
등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시장리스크의 측정

시장리스크는 모수적 방법으로 측정한 시장VaR로 산출합니다.
| 산출방법 : 전월말시장 VaR 또는 과거 60일 평균 VaR×4 중 큰 금액
| VaR의 개념 : 정상시장 상황에서 주어진 신뢰수준과 일정 보유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예상금액
시장리스크 측정대상은 외부운용자산 중 매도가능유가증권입니다.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모수적방법에 의해 측정한 시장리스크(VaR) 소요자기자본을 주지표로 
관리
시장의 변동 상황 및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별거래에 이용
유가증권 운용에 관해서는 자금관리업무방법(예)에서 정한 규정 준용

34.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의 개념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운영리스크의 유형 : 내·외부 사취, 집행·전달 및 절차상 오류,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객·상품 및 영업 관련, 자연재해, 영업부진 및 시스템 
실패 등



운영리스크의 측정

운영리스크의 측정은 운영표준방법(SA : Standard Approach)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산출방법 : 최근 3년간 각 연도에 대하여 영업영역별 총이익에 영업
      영역별 상수(12~18%)를 곱한 값을 합하여 각 연도의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고, 산출된 연도별 소요자기자본의 3년간 평균금액

운영리스크 관리 방법

운영리스크의 경감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사무소장 및 책임자는 운영리스크 관리자로서 리스크를 인식·평가·감시·
보고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에 대한 데이터 축적 및 관리

35. 신용편중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의 개념

신용편중리스크란 신용리스크의 일부로서 자산 운용 시 특정 차주에 
편중이 되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신용편중리스크의 측정

신용편중리스크의 측정은 실제의 포트폴리오와 완전 분산 포트폴리오간 
비중 차이를 측정하는 허핀달지수(HHI)로 산출합니다.

|산출방법 : 허핀달지수 = 
 




신용편중리스크 관리 방법

허핀달지수를 주지표로 관리
거액여신 및 유가증권 운용 시 협의회의 설정한도 준수



발생
일자

사고명
사고
내용

사고
금액

정  리
잔액 비고

금액 내용

해 당 없 음

감사기관 감사구분 감사기간 감사자 비고
홍익공인회계사 외부회계감사 2017년도 최정미외 2인

36. 내부통제

사고정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감사수감 현황



우리 농(축)협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임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조합원 및 예금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의 기능 및 역할

매년 1회 이상 우리 농(축)협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총회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 농(축)협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농(축)협을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기타사항

37. 이용자 편람 - 주요용어 해설

경영실태평가(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우리 농(축)협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협중앙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등에 따라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생산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고정이하여신(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고정이하여신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
자산 중 고정, 회수의문과 추정손실금액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농(축)협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합니다.

|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고정자산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총고정자산 투자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과 자기자본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고정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비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이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 발생된 총 부가가치에 대하여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를 통해 해당 농(축)협
의 보수지급 대비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노동소득분배율 부가가치합계또는매출총이익
인건비 퇴직급여 인건비성경비

× 

* 인건비성경비 : 급식비 + 복리후생비 + 경영정보비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가공사업 수행 농(축)협의 경우 제조계정(노무비, 복리후생비, 급식비)는 

분모, 분자에 합산



단순자기자본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총자본비율의 보완지표로 우리 농(축)협의 자본규모를 총괄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 단순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자기자본

× 

대손충당금비율(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자산건전성분류구간별 요적립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로 아래의 산
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대손충당금비율적립률 자산건전성분류구간별요적립액합계
대손충당금잔액

× 

* 대상 채권은 상호금융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 및 보험일반대출금을 포함
*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포함(상호금융감독기준 개정으로 13.1.1. 부터는 해당 채권도 포함)
* 우리 농(축)협은 정상 00%, 요주의 00%, 고정 00%, 회수의문 00%, 추정

손실 100%를 적용하여 요적립액을 산출

배당성향(13. 배당 현황)

배당성향은 법인세비용차감후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배당성향 법인세차감후당기순이익
배당금액

× 

부실여신(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부실여신은 농(축)협의 총여신 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농(축)협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합니다.

| 총여신 = 대출금(상호금융·정책·공제·대리) + 신용카드채권 + 신용가
지급금 + 신용미수금 등

|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 중 손실발생이 예
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비예상손실(32. 신용리스크 관리)

비예상손실(Unexpected Loss)이라 함은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신용손실(credit loss)금액에서 예상손실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용성 또는 무비용성(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조달된 자금이 예수금과 같이 이자비용 등이 소요된 것은 비용성, 내부
에서 적립한 충당금과 같이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것은 무비용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우리 농(축)협의 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자기자본과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에 대비한 비율로서 우리 농(축)협 총여신의 예상손실 
정도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자기자본 대손충당금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채권의 55%, 추정손실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산

수익성 또는 무수익성(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자금이 운용되었으나 대출금과 같이 이자수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성, 
고정자산과 같이 수익이 없는 것은 무수익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수지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의 영업활동 결과로 나타난 영업수익(매출액,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이 영업비용(매출원가,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영업
비용, 판매비와관리비)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수지비율 영업수익
영업비용

× 



순고정이하여신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수익 여신의 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고정이하여신에서 충당금을 차감한 순고정이하여신을 총여신(충당금 
차감)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총여신 대손충당금
고정이하분류여신 대손충당금

× 

* 대손충당금(분자항목) :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분모항목)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순자본 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우리 농(축)협의 내부자금(출자금, 잉여금, 충당금 등)으로 잠재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 순자본비율 총자산 대손충당금
총자산 총부채 가입금 대손충당금

× 

연체대출금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의 대출금 중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등 연체대출금을 
총대출금에 대비한 비율로서 대출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연체대출금비율 총대출금
연체대출금

× 

예상손실(32. 신용리스크 관리)

예상손실(Expected Loss)이라 함은 과거경험에 근거한 부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하리라 예상하는 신용
손실(credit loss)금액을 말합니다. 

유동성갭(30. 유동성리스크 관리)

유동성(만기)갭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만기도래하는 자산과 만기도래
하는 부채의 차이를 말합니다.



유동성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 또는 채권자의 차입금 상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우리 농(축)협의 유동성 수
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 유동성비율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부채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자산

× 

* 유동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상품유가증권 + 투자유가증권 + 대출금(요
주의이하 분류대출금 제외)

* 유동부채 = 예금 + 차입금 + 예수금

이익금의 조합원배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이 회계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조
합원에 대한 배분비율을 나타냅니다.

| 조합원배분율 이익금배분대상액
이익금의조합원배분액

× 

* 이익금의 조합원 배분액(분자) : 교육지원사업비, 사업준비금, 배당금
* 이익금 배분 대상액(분모) : 매출총이익, 영업외손익, 전기이월금

종합경영평가(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우리 농(축)협을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동조합 이념에 
맞는 건전한 농(축)협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서 농업협동
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총자본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은행권의 BIS비율과 같은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우리 농(축)협의 자본을 용도별·성격별로 각기 
다른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합니다.

총자산순이익률(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총자산순이익률은 농(축)협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영
성과를 올렸는가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평잔
당기순이익

× 

출자배당률(13. 배당 현황)

배당률은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배당률 납입출자금평잔
배당금액

× 

EaR(31. 금리리스크 관리)

EaR(Earning at Risk)이란 금리의 불리한 변동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최대감소 규모를 나타내는 최대손익
변동예상액을 말합니다.

VaR(33. 시장리스크 관리)

VaR(Value at Risk)란 정상적인 시장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자산가치손실액을 말합니다.

1좌당 배당액(13. 배당 현황)

1좌당 배당액은 1좌당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좌당배당액 총출자좌수
배당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