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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3월 31일 까지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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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64명
제47기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승인의 건 

외 1건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9.01.29 11명 차입금 최고한도 결정 승인의 건 외 10건

2019.02.25 10명
조합원 가입승낙 및 탈퇴신청조합원 지분선지급 
승인의 건 외 6건

2019.03.28 10명
조합원 가입승낙 및 탈퇴신청조합원 지분선지급 
승인의 건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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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47 16 63 1,244 642 1,886

직원현황

본점
북부지점

축산
지점

축산항 
지점 총계북부

지점 마트 휴게소
마트

휴게소
주유소

연평  
주유소

11 7 6 3 6 4 7 6 50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해  당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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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명에 대해 1인당 40천원 영농자재무상교환권 발행 지원
 - 영농철 농가에 구매사업 비료, 농약, 자재 공급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영농회장 간담회 개최
 - 2018년 결산보고 및 경영현황 설명
 - 2019년 영농회별 주요사항 논의

2. 경제(유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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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마트 상품교환권 지급
 - 조합원 2,029명에 대해 1인당 30천원 교환권 지급

□.영농철 농업용 면세유 공급



3. 신용(금융)사업

□. 2019년 농업경영자금 대출 
   0.대출일자 : 2019.03월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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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20,846 4,867 23.35 4,302 565 13.13

판  매 6,793 1,725 25.40 1,243 482 38.75

구  매 9,158 2,116 23.10 2,110 6 0.25

마  트 4,614 978 21.19 896 82 9.15

가  공

기  타 281 48 53 -5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125,508 120,772 96.23 119,173 1,599 1.34

평잔 125,585 123,111 98.03 121,487 1,624 1.34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89,089 80,292 90.13 91,991-11,699 -12.72

평잔 92,778 84,073 90.62 92,665 -8,592 -9.27

보험(공제)료 4,658 1,212 26.02 1,259 -47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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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7유동부채 16,691

현금 1,043 외상매입금 135

외상매출금 308 단기차입금 13,084

재고,생물자산 1,571 기타유동부채 3,472

기타유동자산 695금융업예수금 120,772

금융업예치금 53,904금융업차입금 10,521

금융업대출채권 88,825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1,852비유동부채 1,263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93

비유동자산 14,058 기타비유동부채 1,170

투자자산 8,547 부채합계 149,247

유형자산 5,476출자금 7,097

무형자산 자본잉여금 1,220

기타비유동자산 35자본조정 -23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9

이익잉여금 2,997

자본합계 11,157

자산 총계 160,404 부채와자본 총계 160,404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3월말

(A)
'19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4,688 5,380 692

영업비용 3,149 3,834 685

매출총이익 1,539 1,546 7

신용사업 1,150 1,139 -11

경제사업 389 407 18

판매비와관리비 1,219 1,262 43

영업이익 320 284 -36

교육지원사업비 127 226 99

영업외손익 143 153 10

법인세차감전손익 336 211 -125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336 211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