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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설립 목적

2. 운영지표(경영이념)

3. 중점 추진사업

우리 농(축)협은 조합원의 농업(축산업, 품목 또는 업종 등)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Ⅰ.농업인 조합원과 동반성장 및 지역사회 계통간 균형 발전
 Ⅰ.농업인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Ⅰ.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기반 확충

1. 교육지원사업
 - 영농지원 농업인 실익사업 : 영농자재무상지원 1억여원
 -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20백만원(누적 146백만원)
2. 경제사업
 - 하나로마트,주유소,경제사업소의 연중 무휴운영으로 지역소비경제의
   중심역할
 - 휴게소 내 지역농.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직영운영
3. 경영관리
 - 총자산 1,605억원, 자기자본금 107억



4. 연혁

5. 관할구역

6.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 1972.10.21.   영해농업협동조합 설립
○ 1972.10.31.   업무개시
○ 1993.03.29.   축산농협 흡수합병
○ 2000.05.04.   유통개혁 선도조합장상 수상
○ 2003.07.01.   농협중앙회 총화상 수상
○ 2010.04.15.   경제사업장(영농자재백화점) 신설
○ 2012.03.07.   상호금융예수금 1천억 달성
○ 2015.01.01.   북부지점 개점
○ 2015.12.31.   자산 1,500억원 달성
○ 2017.05.09.   문화복지센터 준공
○ 2017.07.01.   농협창립 제56주년 기념 총화상 수상

우리 조합의 구역은 영덕군 일원으로 합니다.

□ 지역농(축)협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역축협 제105조)에 의거 우리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
(지역축협 제10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우리 농(축)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우리 농(축)협의 
이사회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에 따라 농업인인 경우 ( 20 )좌 이상, 법인인 
경우( 100 )좌 이상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준조합원

7. 조직도

8.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우리 농(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가입금 ( 5,000)원 
이상을 납입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축)협은 4과 2팀 3개 지사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구매과

조합장

상임이사

상  무 상  무

기획총무과 영농지도과 판매과 수신팀 여신팀

지사무소
(3개, 36명)

총  회
대의원회

감사이사회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임  원
조합장(상임) 1( 1 ) 1( 1 ) 0( 0 )
이사(상임) 7( 1 ) 8( 1 ) 1( 0 )
감사(상임) 2( 0 ) 2( 0 ) 0( 0 )

직  원
지도·경제 34 33 -1

신용 16 16 0
합  계 60 60 0



9. 사무소 현황
2017.12.31. 현재

10.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2017.12.31. 현재

사무소명 주   소  (또는 위치) 전화번호
본점(주사무소)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26 054-732-1991
북부지점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171 054-732-1995
축산지점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덕로 1430 054-732-4026
축산항지점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5길 3 054-732-4025

설치위치 주        소 취급가능 업무
본점(주사무소)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26

카드(통장)입·출
금,이체,신용카

드서비스

북부지점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171
축산지점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덕로 1430
축산항지점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5길 3
휴게소 경북 영덕군 영해면 동해대로 6568



Ⅱ.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11.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
(B-A)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Ⅰ.유동자산 3,257 2.04 3,378 2.10 121
1.현금 780 0.49 917 0.57 137
2.외상매출금 193 0.12 283 0.18 90
3.재고·생물자산 959 0.60 1,087 0.68 128
4.기타유동자산 1,324 0.83 1,091 0.68 -233

Ⅱ.금융업예치금 57,295 35.91 42,131 26.25 -15,164
Ⅲ.금융업대출채권
  (대손충당금)

81,639
 (1,279)

51.16
 (0.80)

100,904
 (1,740)

62.86
 (1.08)

19,265
 (461)

Ⅳ.공제·농작물보험자산
Ⅴ.비유동자산 18,652 11.69 15,840 9.87 -2,812

1.투자자산 13,671 8.57 10,419 6.49 -3,252
2.유형자산 4,940 3.10 5,406 3.37 466
3.무형자산 4 2 -2
4.기타비유동자산 37 0.02 14 0.01 -23

자 산 총 계 159,564 100.00 160,513 100.00 949

부

채

Ⅰ.유동부채 11,438 7.66 13,000 8.68 1,562
1.외상매입금 84 0.06 85 0.06 1
2.단기차입금 8,405 5.63 10,001 6.68 1,596
3.기타유동부채 2,949 1.97 2,914 1.95 -35

Ⅱ.금융업예수금 127,355 85.24 126,244 84.28 -1,111
Ⅲ.금융업차입금 9,384 6.28 9,486 6.28 102
Ⅳ.공제·농작물보험부채
Ⅴ.비유동부채 1,238 0.83 1,065 0.71 -173

1.장기차입금 278 0.19 185 0.12 -93
2.기타비유동부채 960 0.64 879 0.59 -81

부 채 총 계 149,415 100.00 149,794 100.00 379

자

본

Ⅰ.출자금 6,324 62.31 6,685 62.37 361
Ⅱ.자본잉여금 1,220 12.02 1,220 11.38
Ⅲ.자본조정 -133 -1.31 -101 -0.94 32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3 1.21 69 0.64 -54
Ⅴ.이익잉여금 2,615 25.77 2,844 26.53 229
자 본 총 계 10,149 100.00 10,719 100.00 57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9,564 160,513 949



12. 자본금 현황
(단위 : 백만원)

13. 배당 현황

구   분 출자금 잉여금 자본조정 등 합   계
2016년(A) 6,324 3,835 -10 10,149
2017년(B) 6,685 4,065 -31 10,719
증감(B-A) 361 230 -21 570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배당률
우선출자배당률 % % %
보통출자배당률 3.0% 3.5% 0.5%

1좌당 보통출자 배당액 140원 168원 28원
1좌당 당기 순이익 334원 400원 66원
배   당   성   향  60.90% 60.90% %

배당액
(백만원)

보통출자배당액 177백만원 225백만원 48백만원
우선출자배당액 원 원 원
이 용 고배당액 80백만원  100백만원  20백만원



14. 손익발생 원천별 실적

(단위 : 백만원)

주) 보험사업 및 농작물보험 수익·비용은 신용사업에 포함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Ⅰ. 영업수익 19,789 20,386 597

1.신용사업영업수익 6,150 6,624 474
가.이자수익 5,056 5,269 213
나.수수료수익 766 1,080 314
다.기타영업수익 328 275 -53

2.경제사업영업수익 13,639 13,762 123
Ⅱ. 영업비용 14,340 14,622 282

1.신용사업영업비용 2,520 2,591 71
가.이자비용 1,600 1,426 -174
나.수수료비용 107 96 -11
다.기타영업비용 813 1,069 256

2.경제사업영업비용 11,820 12,031 211
Ⅲ. 매출총이익 5,449 5,764 315
Ⅳ. 판매비와관리비 4,758 4,953 195
Ⅴ. 영업이익 691 812 121
Ⅵ. 교육지원사업비 340 404 64
Ⅶ. 영업외수익 329 284 -45
Ⅷ. 영업외비용 155 91 -64
Ⅸ. 법인세차감전당기순손익 526 600 74
Ⅹ. 법인세 비용 104 67 -37
Ⅺ. 당기순손익 422 533 111



15. 재무상태표(통합, 신용, 일반)
| 별첨1 |

16. 손익계산서(통합, 신용, 일반)
| 별첨2 |

17. 이익잉여금처분(이월결손금처리)계산서
| 별첨3 |

18. 자본변동표
| 별첨4 |

19. 감사보고서
| 별첨5 |

20. 사업보고서
| 별첨6 |



Ⅲ.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평잔)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기타"에 "보험일반차입금", "대출금-기타"에 "보험일반대출금" 각각 포함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 감(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

달

비
용
성

예수금(별단제외) 123,385 78.64 125,574 78.10 2,188 -0.54

차
입
금

상호금융 1,865 1.19 838 0.52 -1,027 -0.67
정책자금 9,186 5.85 9,268 5.76 82 -0.09
보험사업

기타
일반차입금 2,201 1.40 2,124 1.32 -77 -0.08
기   타 745 0.47 851 0.53 105 0.05
소   계 137,383 87.56 138,655 86.23 1,272 -1.33

무
비
용
성

자기자본 9,550 6.09 10,182 6.33 631 0.25
충당금등 1,875 1.19 1,983 1.23 108 0.04
기    타 8,093 5.16 9,976 6.20 1,883 1.05
소    계 19,518 12.44 22,140 13.77 2,622 1.33

조 달 합 계 156,901 100 160,796 100 3,895

운

용

수
익
성

예 치 금 55,320 35.26 49,671 30.89 -5,649 -4.37

대
출
금

상호금융 68,778 43.84 80,720 50.20 11,942 6.36
정책자금 9,200 5.86 9,283 5.77 83 -0.09
보험대출
신용카드 149 0.09 178 0.11 29 0.02

기타
외상매출금 425 0.27 473 0.29 48 0.02

유가증권 11,871 7.57 8,785 5.46 -3,086 -2.10
기    타
소    계 145,743 92.89 149,110 92.73 3,367 -0.16

무
수
익
성

비
유
동

투자자산 3,880 2.47 3,964 2.47 84 -0.01
유형자산 4,841 3.09 5,180 3.22 339 0.14
무형자산 2 3 1

기   타 2,435 1.55 2,538 1.58 103 0.03
소   계 11,158 7.11 11,686 7.27 528 0.16

운 용 합 계 156,901 100 160,796 100 3,895



22. 대출금 현황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담보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  감(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상 호 금 융 자 금 대 출 72,489 88.60 91,409 90.41 18,920 1.81
정 책 자 금 대 출 9,150 11.18 9,496 9.39 346 -1.79
보 험 대 출
신용카드수탁취급계정 181 0.22 200 0.20 19 -0.02
기타(보험일반대출 포함)
신 용 가 지 급 금
합   계 81,820 100 101,105 100 19,285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  감 (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담 

보

부 동 산 50,526 61.89 59,531 59.00 9,005 -2.89
유가증권
예 적 금 1,638 2.01 1,092 1.08 -546 -0.93
보 증 서 1,294 1.58 1,127 1.11 -167 -0.47
기    타 5,150 6.31 4,902 4.86 -248 -1.45

 소    계 58,608 71.79 66,652 66.05 8,044 -5.74
 신     용 23,031 28.21 34,253 33.95 11,222 5.74
 합     계 81,639 100 100,905 100 19,266



23. 예적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24.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잔액 구성비 평잔 구성비 잔액 구성비 평잔 구성비 잔액 평잔
요구불예금 47,291 37.13 42,883 34.58 45,846 36.32 45,600 36.14 -1,445 2,717
적립식예금 7,350 5.77 7,183 5.79 7,126 5.64 7,040 5.58 -224 -1,43
거치식예금 72,714 57.10 73,955 59.63 73,272 58.04 73,527 58.28 558 -428

합  계 127,355 100 124,021 100 126,244 126,167 100 -1,111 2,146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국 ·공 채
금 융 채 2,403 24.73 1,849 29.00 -554 4.27
회 사 채 6,634 68.28 3,888 60.98 -2,746 -7.3
수익증권 301 3.10 306 4.80 5 1.70

기타유가증권 378 3.89 333 5.22 -45 1.33
합    계 9,716 100 6,376 100 -3,340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총  여  신 91,360 107,348 15,988

고 정 이 하  여 신 329 490 161

부 실 여 신 80 172 92

충 당 금
적립현황

충 당 금 적 립 액 1,304 1,776 472
충 당 금 비 율
(충당금적립률) 139.32 126.12 -13.20



Ⅳ.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종합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종합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자본적정성
순 자 본 비 율 7.08 7.61 높을수록 양호
단 순 자 기 자 본 비 율 6.36 6.68 높을수록 양호
총 자 본 비 율 13.19 11.90 높을수록 양호

유  동  성
유 동 성 비 율 81.89 86.60 높을수록 양호
고 정 자 산 비 율 43.69 46.03 낮을수록 양호

수  익  성
총 자 산 순 이 익 률 0.27 0.33 높을수록 양호
수 지 비 율 95.49 95.06 낮을수록 양호
총 자 산 경 비 율 3.27 3.36 낮을수록 양호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0.84 1.41 낮을수록 양호
순 고 정 이 하 여 신 비 율 0.23 0.25 낮을수록 양호
연 체 대 출 금 비 율 0.3 0.62 낮을수록 양호

생  산  성
노 동 소 득 분 배 율 54.26   55.18   낮을수록 양호
이익금의 조합원배분율 12.28 14.15



Ⅴ.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013.3.8.개정

28. 리스크 관리 개요

리스크의 개념

리스크(Risk)란 장래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즉, 자금을 운용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또는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리스크관리 목적

리스크관리의 목적은 리스크 발생 원천을 파악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
시키거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농(축)협의 경영건전성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리스크관리 절차

우리 농(축)협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인식과 한도설정,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보고의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조직

리스크관리 조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실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실무조직



29. 통합리스크

통합리스크의 개념
통합리스크란 우리 농(축)협에 노출된 리스크를 하나의 리스크관리지표로 
통합하여 산출하고 적정 자본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합리스크의 측정
통합리스크의 측정은 4개의 유형별 리스크를 통합하여 산출합니다.

구    분 측 정 방 법
금  리  리스크 (A) 금리EaR
신  용  리스크 (B) 바젤Ⅱ 내부등급법
시  장  리스크 (C) 시장VaR
운  영  리스크 (D) 바젤Ⅱ 운영표준방법

통합리스크 = A + B + C + D

통합리스크 관리 방법
통합리스크는 가용자본 이내로 관리
통합리스크 허용 한도를 설정하고 유형별 리스크에 위험자본 배분
통합리스크 허용 한도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결정

30.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개념
유동성리스크란 운용과 조달기간이 불일치하거나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지급불능, 비정상적 자산처분, 자금차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유동성리스크의 측정

유동성리스크의 측정은 유동성비율로 산출합니다.

|산출방법 : 유동성비율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부채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자산

× 

유동성리스크 측정 대상은 일정기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과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입니다.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법

유동성비율을 주지표로 관리하고, 유동성누적갭비율, 예대율, 금융기관
예금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보조지표로 관리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기간불일치를 적정하게 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한 각종 목표비율한도 준수 및 관리
유동성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유동성위기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

31.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의 개념

금리리스크란 금리가 변동할 경우 자산과 부채의 금리기일 불일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금리리스크의 측정

금리리스크의 측정은 금리EaR로 산출합니다.
| 산출방법 : ∑(만기구간별 금리갭 × (1년 – 금리개정 중간시점) × 2%)
| 금리EaR 개념 : 금리가 향후 1년 안에 2%변동시 최대 손익변동액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은 일정기간 안에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자산과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금리리스크의 관리 방법

금리EaR을 주지표로 관리하고 금리누적갭비율을 보조지표,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 자산가치변동액(VaR)을 참고지표로 관리
금융시장 동향 및 경쟁 금융기관 정보를 수집하여 금리 운용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한 각종 목표비율 한도 준수 및 관리
금리 변경시에는 손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금리 변경에 따른 손
익 변동액을 예상하여 관리

32.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개념

신용리스크란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과 유가증권 등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신용리스크의 측정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측정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부도율과 
담보종류에 따른 부도시손실률을 위험가중치 함수에 대입하여 산출된 
미예상손실에 예상손실 대비 대손충당금부족분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신용리스크 측정 대상은 신용사업 자산계정(대외예치금, 유가증권, 상호
금융대출, 정책자금대출, 신용카드수탁계정 등)입니다.

신용리스크 관리 방법

바젤Ⅱ 내부등급법에 의해 측정한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주지
표로 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한 각종 목표비율 한도 준수 및 관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여신심사체제 확립
채무자 신용상태 등 수시 점검하여 부실징후 조기 발견
신용리스크 관련 위험프리미엄을 산출하여 금리에 반영



33.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의 개념

시장리스크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 
등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시장리스크의 측정

시장리스크는 모수적 방법으로 측정한 시장VaR로 산출합니다.
| 산출방법 : 전월말시장 VaR 또는 과거 60일 평균 VaR×4 중 큰 금액
| VaR의 개념 : 정상시장 상황에서 주어진 신뢰수준과 일정 보유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예상금액
시장리스크 측정대상은 외부운용자산 중 매도가능유가증권입니다.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모수적방법에 의해 측정한 시장리스크(VaR) 소요자기자본을 주지표로 
관리
시장의 변동 상황 및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별거래에 이용
유가증권 운용에 관해서는 자금관리업무방법(예)에서 정한 규정 준용

34.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의 개념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운영리스크의 유형 : 내·외부 사취, 집행·전달 및 절차상 오류,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객·상품 및 영업 관련, 자연재해, 영업부진 및 시스템 
실패 등



운영리스크의 측정

운영리스크의 측정은 운영표준방법(SA : Standard Approach)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산출방법 : 최근 3년간 각 연도에 대하여 영업영역별 총이익에 영업
      영역별 상수(12~18%)를 곱한 값을 합하여 각 연도의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고, 산출된 연도별 소요자기자본의 3년간 평균금액

운영리스크 관리 방법

운영리스크의 경감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사무소장 및 책임자는 운영리스크 관리자로서 리스크를 인식·평가·감시·
보고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에 대한 데이터 축적 및 관리

35. 신용편중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의 개념

신용편중리스크란 신용리스크의 일부로서 자산 운용 시 특정 차주에 
편중이 되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신용편중리스크의 측정

신용편중리스크의 측정은 실제의 포트폴리오와 완전 분산 포트폴리오간 
비중 차이를 측정하는 허핀달지수(HHI)로 산출합니다.

|산출방법 : 허핀달지수 = 
 




신용편중리스크 관리 방법

허핀달지수를 주지표로 관리
거액여신 및 유가증권 운용 시 협의회의 설정한도 준수



36. 내부통제

사고정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감사수감 현황

발생
일자

사고명
사고
내용

사고
금액

정  리
잔액 비고

금액 내용

감사기관 감사구분 감사기간 감사자 비고

자체감사 결산감사 2018.01.09.
~ 01.22.

김태유
김광명

감사기준일:
2017.12.31.

경북검사국 종합(정기)감사
2017.04.17.

~ 04.21.
윤병록,서창우,이병
천,이종환,이정수



내부감사의 기능 및 역할

매년 1회 이상 우리 농(축)협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총회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 농(축)협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농(축)협을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축)협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임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조합원 및 예금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Ⅵ. 기타사항

37. 이용자 편람 - 주요용어 해설

경영실태평가(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우리 농(축)협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협중앙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등에 따라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생산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고정이하여신(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고정이하여신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
자산 중 고정, 회수의문과 추정손실금액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농(축)협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합니다.

|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고정자산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총고정자산 투자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과 자기자본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고정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비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이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 발생된 총 부가가치에 대하여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를 통해 해당 농(축)협
의 보수지급 대비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노동소득분배율 부가가치합계또는매출총이익
인건비 퇴직급여 인건비성경비

× 

* 인건비성경비 : 급식비 + 복리후생비 + 경영정보비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가공사업 수행 농(축)협의 경우 제조계정(노무비, 복리후생비, 급식비)는 

분모, 분자에 합산



단순자기자본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총자본비율의 보완지표로 우리 농(축)협의 자본규모를 총괄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 단순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자기자본

× 

대손충당금비율(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자산건전성분류구간별 요적립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로 아래의 산
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대손충당금비율적립률 자산건전성분류구간별요적립액합계
대손충당금잔액

× 

* 대상 채권은 상호금융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 및 보험일반대출금을 포함
*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포함(상호금융감독기준 개정으로 13.1.1. 부터는 해당 채권도 포함)
* 우리 농(축)협은 정상 00%, 요주의 00%, 고정 00%, 회수의문 00%, 추정

손실 100%를 적용하여 요적립액을 산출

배당성향(13. 배당 현황)

배당성향은 법인세비용차감후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배당성향 법인세차감후당기순이익
배당금액

× 

부실여신(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부실여신은 농(축)협의 총여신 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농(축)협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합니다.

| 총여신 = 대출금(상호금융·정책·공제·대리) + 신용카드채권 + 신용가
지급금 + 신용미수금 등

|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 중 손실발생이 예
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비예상손실(32. 신용리스크 관리)

비예상손실(Unexpected Loss)이라 함은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신용손실(credit loss)금액에서 예상손실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용성 또는 무비용성(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조달된 자금이 예수금과 같이 이자비용 등이 소요된 것은 비용성, 내부
에서 적립한 충당금과 같이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것은 무비용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우리 농(축)협의 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자기자본과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에 대비한 비율로서 우리 농(축)협 총여신의 예상손실 
정도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자기자본 대손충당금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채권의 55%, 추정손실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산

수익성 또는 무수익성(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자금이 운용되었으나 대출금과 같이 이자수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성, 
고정자산과 같이 수익이 없는 것은 무수익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수지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의 영업활동 결과로 나타난 영업수익(매출액,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이 영업비용(매출원가,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영업
비용, 판매비와관리비)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수지비율 영업수익
영업비용

× 



순고정이하여신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수익 여신의 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고정이하여신에서 충당금을 차감한 순고정이하여신을 총여신(충당금 
차감)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총여신 대손충당금
고정이하분류여신 대손충당금

× 

* 대손충당금(분자항목) :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분모항목)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순자본 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우리 농(축)협의 내부자금(출자금, 잉여금, 충당금 등)으로 잠재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 순자본비율 총자산 대손충당금
총자산 총부채 가입금 대손충당금

× 

연체대출금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의 대출금 중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등 연체대출금을 
총대출금에 대비한 비율로서 대출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연체대출금비율 총대출금
연체대출금

× 

예상손실(32. 신용리스크 관리)

예상손실(Expected Loss)이라 함은 과거경험에 근거한 부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하리라 예상하는 신용
손실(credit loss)금액을 말합니다. 

유동성갭(30. 유동성리스크 관리)

유동성(만기)갭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만기도래하는 자산과 만기도래
하는 부채의 차이를 말합니다.



유동성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 또는 채권자의 차입금 상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우리 농(축)협의 유동성 수
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 유동성비율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부채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자산

× 

* 유동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상품유가증권 + 투자유가증권 + 대출금(요
주의이하 분류대출금 제외)

* 유동부채 = 예금 + 차입금 + 예수금

이익금의 조합원배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이 회계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조
합원에 대한 배분비율을 나타냅니다.

| 조합원배분율 이익금배분대상액
이익금의조합원배분액

× 

* 이익금의 조합원 배분액(분자) : 교육지원사업비, 사업준비금, 배당금
* 이익금 배분 대상액(분모) : 매출총이익, 영업외손익, 전기이월금

종합경영평가(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우리 농(축)협을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동조합 이념에 
맞는 건전한 농(축)협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서 농업협동
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총자본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은행권의 BIS비율과 같은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우리 농(축)협의 자본을 용도별·성격별로 각기 
다른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합니다.

총자산순이익률(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총자산순이익률은 농(축)협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영
성과를 올렸는가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평잔
당기순이익

× 

출자배당률(13. 배당 현황)

배당률은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배당률 납입출자금평잔
배당금액

× 

EaR(31. 금리리스크 관리)

EaR(Earning at Risk)이란 금리의 불리한 변동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최대감소 규모를 나타내는 최대손익
변동예상액을 말합니다.

VaR(33. 시장리스크 관리)

VaR(Value at Risk)란 정상적인 시장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자산가치손실액을 말합니다.

1좌당 배당액(13. 배당 현황)

1좌당 배당액은 1좌당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좌당배당액 총출자좌수
배당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