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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17년 7월  1일 부터

2017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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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일

영해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서 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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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7.7.26. 8명 고정자산 취득승인의 건외 4건

2017.8.24. 9명
조합원 자격심사에 의한 가입승낙 및 

탈퇴신청조합원에 대한 지분선지급 승인의 건외 2건

2017.9.19. 9명
조합원 자격심사에 의한 가입승낙 및 

탈퇴신청조합원에 대한 지분선지급 승인의 건외 3건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본점 지 점 비고

영해
농협
본점

북부지점
축산
지점

축산항
지점북부

지점 마트 휴게소
마트

휴게소 
주유소

연평 
주유소



 나. 인원 현황

임원, 대의원, 조합원 현황 
임원 대의원 조합원

조합장 이사 감사 합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 8 2 11 46 17 63 1,408 703 2,111

직원현황

본점
북부지점

축산
지점

축산항 
지점 총계북부

지점 마트 휴게소
마트

휴게소
주유소

연평  
주유소 계

11 6 5 3 5 4 23 7 7 48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조합원 추석맞이 상품 자재 무상교환권 지급
 - 기준 : 2,118명(2017년 8월말 현재 전 조합원)
 - 금액 : 조합원 1인당 일만오천원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GAP인증 기본교육 실시
 - GAP인증 취득을 위한 기본교육 실시

2. 경제(유통)사업

□.영농지원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1월
 - 연중 실시로 영농자재 적기적소 배달실시

□.농수특산물 야외판매장 운영
 - 판매기간 : 2017.7월~2017.10월(변동가능)
 - 판매품목 : 복숭아, 사과, 송이

□.영농철 농업용 면세유 공급



3. 신용(금융)사업

□. 대출상품 『농업인행복대출』 판매
   0.대출대상 : 농업인(CSS 6등급이상 및 CB5등급 이상인 자)
   0.자금용도 : 농업자금, 가계자금
   0.신용대출한도 추가부여(최고 50%)
    - 출자금, 사업준비금지분 및 조합원가입기간 반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일부지원
   0.가입대상: 만15세부터 ~ 만87세 농업인
   0.지원금액: 일반2형 가입시 총보험료 135,400원(본인자부담: 14.300원)
              - 국고지원: 67,700원, 영덕군지원: 43,400원
                영해농협지원: 67,700원(조합원에 한함)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17년 
9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21,290 13,932 65.11 14,322 -390 -2.73

판  매 7,680 3,895 50.72 4,369 -474 -10.85

구  매 8,758 6,666 76.11 6,615 51 0.77

마  트 4,568 3,185 69.72 3,121 64 2.05

가  공

기  타 284 186 65.49 217 -31 -14.29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132,065 128,629 97.40 128,614 15 0.01

평잔 129,677 126,033 97.19 123,144 2,889 2.35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94,800 82,712 87.25 76,686 6,026 7.86

평잔 81,126 78,694 97.00 66,964 11,730 17.52

보험(공제)료 5,658 3,612 63.84 4,257 -645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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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3유동부채 13,472

현금 1,827 외상매입금 87

외상매출금 581 단기차입금 9,729

재고,생물자산 1,197 기타유동부채 3,656

기타유동자산 2,018금융업예수금 128,630

금융업예치금 49,992금융업차입금 10,119

금융업대출채권 92,242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1,293비유동부채 1,010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185

비유동자산 17,633 기타비유동부채 825

투자자산 12,176 부채합계 153,231

유형자산 5,442출자금 6,639

무형자산 2자본잉여금 1,220

기타비유동자산 13자본조정 -8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7

이익잉여금 3,088

자본합계 10,965

자산 총계 164,196 부채와자본 총계 164,196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9월말

(A)
'17년 9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4,549 14,981 432

영업비용 10,573 10,707 134

매출총이익 3,975 4,274 299

신용사업 2.652 3,012

경제사업 1,323 1,262

판매비와관리비 3,251 3,359 108

영업이익 725 915 190

교육지원사업비 258 288 30

영업외손익 190 151 -39

법인세차감전손익 657 777 120

법인세비용 42 -42

당기순이익 614 777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