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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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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양식을 참조하되, 농축협별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가능

2018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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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61명
제46기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승인의 건 

외 3건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8.01.25 10명 차입금 최고한도 결정 승인의 건 외 9건

2018.02.26 11명
조합원 가입승낙 및 탈퇴신청조합원 지분선지급 
승인의 건 외 4건

2018.03.27 10명
조합원 가입승낙 및 탈퇴신청조합원 지분선지급 
승인의 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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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6 63 1,387 702 2,089

직원현황

본점
북부지점

축산
지점

축산항 
지점 총계북부

지점 마트 휴게소
마트

휴게소
주유소

연평  
주유소

12 6 5 3 4 4 7 6 47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붙   임   첨   부

※ 정관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본 서식은 삭제

※ 정관은 변경사항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보고서와 더불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지역농업(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제2항,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의2제2항>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조합원 영농자재 지원
 - 조합원 2,087명에 대해 1인당 35천원 영농자재무상교환권 발행 지원
 - 영농철 농가에 구매사업 비료, 농약, 자재 공급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영농회장 간담회 개최
 - 2017년 결산보고 및 경영현황 설명
 - 2018년 영농회별 주요사항 논의

2. 경제(유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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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마트 상품교환권 지급
 - 조합원 2,087명에 대해 1인당 15천원 교환권 지급

□.영농철 농업용 면세유 공급



3. 신용(금융)사업

□. 2017년 농업경영자금 대출 
   0.대출일자 : 2017.03월중부터
   0.대출대상자 : 농가로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0.대출한도 : 농업경영체당 1,000만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일부지원
   0.가입대상: 만15세부터 ~ 만87세 농업인
   0.지원금액: 일반1형 가입시 총보험료 96,000원
             - 영해농협 조합원(농업경영체등록필) 중 본인 내방 신청 시
               무료가입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18년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21,151 4,302 20.34 5,430 -1,128 -20.78

판  매 7,395 1,244 16.82 2,321 -1,078 -46.43

구  매 9,041 2,110 23.34 2,141 -31 -1.45

마  트 4,445 896 20.15 916 -20 -2.22

가  공

기  타 270 53 20.34 52 1 1.92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133,500 119,173 -56.22 124,329 -5,156 -4.15

평잔 132,247 121,487 -39.59 124,539 -1,924 -2.45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92,660 91,991 95.58 77,510 14,481 18.68

평잔 89,356 92,665 120.13 72,920 19,745 27.08

보험(공제)료 4,841 1,259 26.00 1,203 56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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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6유동부채 13,335

현금 978 외상매입금 89

외상매출금 250 단기차입금 9,621

재고,생물자산 1,522 기타유동부채 3,625

기타유동자산 1,386금융업예수금 119,173

금융업예치금 36,552금융업차입금 11,764

금융업대출채권 101,795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1,740비유동부채 1,048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185

비유동자산 15,351 기타비유동부채 863

투자자산 10,017 부채합계 145,320

유형자산 5,319출자금 6,683

무형자산 1자본잉여금 1,220

기타비유동자산 14자본조정 -2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9

이익잉여금 2,838

자본합계 10,773

자산 총계 156,093 부채와자본 총계 156,093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3월말

(A)
'18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4,736 4,688 -48

영업비용 3,385 3,149 -236

매출총이익 1,351 1,539 188

신용사업 974 1,150 176

경제사업 377 389 12

판매비와관리비 1,187 1,219 32

영업이익 164 320 156

교육지원사업비 141 127 -14

영업외손익 98 143 45

법인세차감전손익 121 336 215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121 336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