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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19년 7월  1일 부터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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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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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0 58명

제1호 의안 : 임원(조합장) 연봉 조정의 건

    -보 고 사 항-
1. 2019년 2/4분기 사업보고서<별첨>
2. 비금농협 영농자재 판매장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별첨>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

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9.07.22 10명

제1호 의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제2호 의안 :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천일염 거래처 신용여신 취급의 건

제4호 의안 : 경제사업 신용여신 취급 기준 개정의 건

2019.08.29 10명
제1호 의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제2호 의안 : 비금농협카페리호 자산 재평가의 건

2019.09.30 10명 제1호 의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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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명)

조합장 이사 감사

1 8 2

2) 직원현황

직원

(49명)

본점 지점
파머스

마켓

경제

사업소
주유소 차도선

18 3 8 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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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9월말
(B)

달성률
(C=B/A

)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39,271 22,057 56.17 24,742 -2,685 -10.85

판  매 21,674 10,961 50.57 13,065 -2,104 -16.10

구  매 6,940 4,379 63.09 4,738 -359 -7.59

마  트 5,631 3,895 69.17 3,938 -43 -1.09

가  공 5,025 2,821 206.79 3,001 -180 -140.3

기  타 58,640 60,387 102.98 55,196 5,191 9.40

상호금

융

예수금

잔액 58,400 56,863 97.37 54,384 2,479 4.56

평잔 28,256 23,404 82.83 23,419 -15 -0.06

상호금

융

대출금

잔액 26,178 23,688 90.49 23,625 63 0.27

평잔 2,982 1,937 64.93 2,258 -321 -14.23

보험(공제)료 48,528 26,121 53.83 26,488 -367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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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  유동부채 12,851  

현금 613  외상매입금 503  

외상매출금 2,478  단기차입금 10,095  

재고,생물자산 3,380  기타유동부채 2,254  

기타유동자산 1,901  금융업예수금 60,387  

금융업예치금 44,885  금융업차입금 4,597  

금융업대출채권 27,922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507  비유동부채 9,940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9,538  

비유동자산 17,325  기타비유동부채 402  

투자자산 4,559  부채합계 87,776

유형자산 11,962  출자금 4,891  

무형자산 18  자본잉여금 622  

기타비유동자산 786  자본조정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4,709  

자본합계 10,220

자산 총계 97,996 부채와자본 총계 97,996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9월말

(A)
'19년 9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20,322 19,535 -787

영업비용 14,362 13,921 -441

매출총이익 5,960 5,614 -346

신용사업 1,266 1,285 19

경제사업 4,694 4,329 -365

판매비와관리비 5,636 5,301 -335

영업이익 324 313 -11

교육지원사업비 469 371 -98

영업외손익 -77 755 852

법인세차감전손익 5 551 546

법인세비용 13 0 -13

당기순이익 -8 551 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