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0년 4월  1일 부터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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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일

비금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최  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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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
원 주 요   의 결 사 항

       해 당 없 음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
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20.04.27 9명

제1호 의안: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제2호 의안: 천일염 출하선급금 2020년도
           (출하시기:2020~21년초)지원방법 연장의 건  
제3호 의안: 고정자산(섬초 소포장기) 취득의 건

2020.05.29 9명

제1호 의안: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제2호 의안: 선거 지역구 개편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건
제4호 의안: 농축협 인사·급여관련 제규정(모범안) 개정의 
건

2020.06.24 9명
제1호 의안: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제2호 의안: 목포신안조합공동사업법인 단기대여금 지급 
승인의 건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전화번호 비고
본점 061)275-5251 ~ 4

동부지점 061)275-6059
파머스마켓 061)275-5250
경제사업소 061)275-5181
농협주유소 061)275-5251

차도선사업소 061)240-5251

 나. 인원 현황

1) 임원현황

임원

(10명)

조합장 이사 감사

1 7 2

2) 직원현황

직원

(46명)

본점 지점
파머스

마켓

경제

사업소
주유소 차도선

15 3 7 6 2 13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해 당 없 음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지역농헙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지원

○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촉진 도모

○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촉진 도모

○ 도시농축협 출연 상생자금을 활용한 산지농축협 지원강화

○ 지역현장 맞춤형 농촌복지사업 전개

○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농협사업 홍보 총력

2. 경제(유통)사업

○ 채소수급 안정사업 확대 추진

○ 수급불안품목에 대한 단계별 수급안정 대책추진

○ 가격안정 및 적기공급을 위한 수급관리 강하

○ 가격안정을 통한 영농지원 및 계통사업 경쟁력 제고

○ 직파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비용 획기적 절감

○ 유류시장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내실화 및 고객서비스 강화

○ 하나로마트 현대화 및 업태별 전문화 추진

○ 중.소형 매출 증대를 위한 차별화 마케팅 전개

○ CS 3.0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육성



3. 신용(금융)사업

○ 미래 성장을 위한 상호금융 경영안정성 확보

○ 新 금융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고객과 함께하는 따뜻한 상호금융 구현

○ 보장성 저축성 병행추진을 통한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

○ 보장자산 확대 및 정책보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제고

○ 현장중심의 마케팅 지원 강화

○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룰 위한 실익보험 확대

○ 수익성을 고려 카드권유 단계부터 알짜배기 추진지도

○ 효율지표 활용 등을 통한 내실있는 추진 지도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0년 
6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38,846 16,131 41.52 14,942 1,189 7.95

판  매 21,765 8,870 40.75 7,407 1,463 19.76

구  매 7,069 3,026 42.81 2,970 56 1.88

마  트 5,513 2,769 50.22 2,395 374 15.58

운  송 3,967 1,231 31.02 1,977 -746 -37.76

기  타 532 235 44.17 192 43 22.39

상호금융
예수금

잔
액 61,911 64,468 104.13 55,797 8,671 15.54

평
잔 61,025 67,110 109.97 56,699 10,411 18.36

상호금융
대출금

잔
액 27,929 21,241 76.05 24,289 -3,048 -12.55

평
잔 26,408 20,916 79.20 23,490 -2,574 -10.96

보험(공제)료 6,769 6,136 90.64 1,792 4,344 242.34



Ⅳ.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유동자산 8,381 유동부채 17,052

현금 346 외상매입금 298

외상매출금 2,373 단기차입금 14,356

재고,생물자산 3,868 기타유동부채 2,398

기타유동자산 1,793 금융업예수금 64,468

금융업예치금 57,983 금융업차입금 8,487

금융업대출채권 25,804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444 비유동부채 7,515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7,288

비유동자산 16,201 기타비유동부채 227

투자자산 4,640 부채 합계 97,522

유형자산 10,760 출자금 5,126

무형자산 15 자본잉여금 622

기타비유동자산 786 자본조정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4,656

자본 합계 10,403

자산 총계 107,925  부채와 자본 총계 107,925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6월말
(A)

'20년 6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1,651 12,145 494

영업비용 7,833 8,631 798

매출총이익 3,818 3,514 -304

신용사업 828 836 8

경제사업 2,990 2,678 -312

판매비와관리비 3,619 3,159 -460

영업이익 199 355 156

교육지원사업비 265 182 -83

영업외손익 187 173 -14

법인세차감전손익 121 345 224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121 345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