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2016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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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7일

                    비금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최 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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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

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6.02.03 81명

제1호의 안: 비금농협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2호의 안: 제44기 결산보고서 의결의 건

제3호의 안: 임원(비상임 감사)선출의 건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

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6.01.21 9명

제1호의 안: 비금농협 정관 변경 심의의 건

제2호의 안: 2016년 전무연봉 책정의 건

제3호의 안: 차입금 최고한도 책정의 건

제4호의 안: 이용고배당 대상항목 및 배분율 책정의 건  

제5호의 안: 사업준비금 대상항목 및 배분율 책정의 건

제6호의 안: 제44기 결산보고서 심의의 건

2016.02.25 9명
제1호의 안: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제2호의 안: 간부직원 임면의 건

2016.03.23 10명
제1호의 안: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제2호의 안: 고정자산 취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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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본소 동부지점

파머스

마켓

경제

사업소
주유소 철부선

18 3 8 6 2 10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101조1항 비상

임이사 선거방법
지역별 배분선출

총회선출

(지역통합 선출방식)

여성,남성 성별 이

사수의 정원조정

정관변경에 따른 

공정한 선출방식

정관제51조(임원의 

정수)제1례상임이사

와 상임감사를

두지아니하는 경우

비상임 감사2명

남성이사 9명

비상임 감사 2명

남성이사 7명

여성이사 1명

지역별배분선식을 

총회 선출방식으로 

변경 및 여성이사

의무선에 따른조정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ㅇ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지도.지원 강화

ㅇ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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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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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전문인력 육성 추진

ㅇ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을 통한 수급안정사업 지속 참여 추진

ㅇ 농업인 대상 산지조직육성 교육 강화

ㅇ 공선출하회 사업범위 확대

ㅇ 계통농약 구매개선 및 마케팅 강화로 사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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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있는 사업성장 지원

ㅇ 건전여신 확대로 기본 수익기반 강화

ㅇ 신용점포 금융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지원 확대

ㅇ 사업내실화를 통한 수익 증대

ㅇ 농축협 생명보험 수수료 확대를 위한 추진 지원 강화

ㅇ 농업인 서비스 확대(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보험, 농기계종합보험)

ㅇ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월납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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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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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44,150 11,073 25.08 11,710 -637 -5.44

판  매 26,972 7,937 29.43 8,691 -754 -8.68

구  매 7,359 1,067 14.50 1,070 -3 -0.28

마  트 5,827 1,160 19.90 1,173 -13 -1.17

운  송 3,279 653 19.92 507 146 28.72

기  타 712 256 35.95 269 -13 -4.83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56,391 54,512 96.67 51,338 3174 6.18

평잔 53,995 54,004 100.02 51,083 2921 5.72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17,677 15,889 89.89 16,541 -652 -3.94

평잔 17,492 16,207 92.65 16,584 -377 -2.27

보험(공제)료 2,866 614 21.41 944 -330-3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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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5  유동부채 8,194  

현금 459  외상매입금 157  

외상매출금 1,569  단기차입금 5,033  

재고,생물자산 3,998  기타유동부채 3,004  

기타유동자산 4,198  금융업예수금 54,512  

금융업예치금 37,884  금융업차입금 5,063  

금융업대출채권 20,261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386  비유동부채 5,814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5,631  

비유동자산 14,599  기타비유동부채 183  

투자자산 4,652  부채합계 73,582  

유형자산 9,940  출자금 4,756  

무형자산 　 자본잉여금 622  

기타비유동자산 7  자본조정 -75  

 
기타포괄손익누계

액
　

이익잉여금 3,699  

자본합계 9,002  

자산 총계 82,584  부채와자본 총계 82,584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3월말

(A)
' 16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4,642 4,157 -485

영업비용 4,673 3,037 -211

매출총이익 1,394 1,120 -274

신용사업 243 -154 -397

경제사업 1,151 1,274 123

판매비와관리비 1,274 1,221 -53

영업이익 119 -101 -220

교육지원사업비 78 67 -11

영업외손익 175 166 -9

법인세차감전손익 217 -2 -219

법인세비용 34 34

당기순이익 217 -36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