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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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 일

비금농협협동조합
                           조 합 장   최 승 영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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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
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20.02.07 57
제1호의 안 : 조합원 가입 출자금 좌수 변경의 건

제2호의 안 : 제48기 결산보고서 의결의 건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
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20.01.23 9

제1호의 안 : 직원 급여 변경 조정의 건

제2호의 안 : 차입금 최고한도 책정의 건

제3호의 안 : 제48기 결산보고서 심의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심의)

2020.02.26 9 제1호 의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2020.03.25 9
제1호 의안 : 조합원 가입(승계)자격 심사의 건

제2호 의안 : 회덕농협 출하선급금 차용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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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명)

본점 지점
파머스

마켓

경제

사업소
주유소 차도선

18 3 8 5 3 12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총회
2020.02.07

제18조(출자)
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
로 한다.
②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
를 한다. 다만,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개정 
2009.11.11>
③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
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
합 총 출자 좌수의 100의 10
이내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8조(출자)
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
로 한다.
②조합원은 200좌 이상의 출자
를 한다. 다만, 법인조합원은 
1000좌 이상을 출자한다.<개정 
2009.11.11>
③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
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
합 총 출자 좌수의 100의 10
이내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정관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본 서식은 삭제
※ 정관은 변경사항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보고서와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지역

농업(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제2항,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8
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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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38,846 10,258 26.41 8,917 1,341 15.03

판  매 21,765 7,039 32.34 5,537 1,502 27.14

구  매 7,069 1,209 17.10 1,096 113 10.29

마  트 5,513 1,208 21.91 1,149 59 5.11

창고 33 7 20.34 23 -16 -70.97

운송 3,967 615 15.51 964 -349 -36.16

수수료 423 176 41.54 148 28 18.43

기  타 76 4 4.80 0 4 0.00

상호금
융

예수금

잔액 61,911 68,635 110.86 56,501 12,134 21.48

평잔 61,025 67,414 110.47 57,013 10,401 15.54

상호금
융

대출금

잔액 27,929 20,961 75.05 23,310 -2,349 -10.08

평잔 26,408 20,889 79.10 22,967 -2,078 -10.73

보험(공제)료 3,132 493 15.73 572 -79 -13.88



Ⅳ.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유동자산 7,484 유동부채 20,035

현금 475 외상매입금 266

외상매출금 2,087 단기차입금 17,558

재고,생물자산 3,415 기타유동부채 2,211

기타유동자산 1,506 금융업예수금 68,635

금융업예치금 64,246 금융업차입금 4,470

금융업대출채권 25,370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493 비유동부채 9,747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9,538

비유동자산 16,352 기타비유동부채 209

투자자산 4,637 부채 합계 102,887

유형자산 10,914 출자금 4,983

무형자산 16 자본잉여금 622

기타비유동자산 786 자본조정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4,468

자본 합계 10,072

자산 총계 112,959  부채와 자본 총계 112,959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3월말
(A)

'20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5,855 5,108 747

영업비용 4,052 3,279 773

매출총이익 1,804 1,829 -25

신용사업 407 380 27

경제사업 1,397 1,449 -52

판매비와관리비 1,668 1,854 -186

영업이익 136 -25 161

교육지원사업비 62 104 -42

영업외손익 83 149 -66

법인세차감전손익 158 19 139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158 19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