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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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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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2일

강구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장  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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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9.01.31 70명

제1호의안 : 조합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제47기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임원(비상임감사, 상임이사, 사외이사)

            선출의 건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9.01.17
이사11명

감사2명

제1호의안 : 조합원자격심사 및 가입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탈퇴조합원 자격확인 및 지분환급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경제사업자금 연체이자율 조정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구매사업 무이자 외상공급기간 책정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판매사업 수행 시 소정의 수수료(율) 책정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경제사업이용농가 환원수수료율 및 이용 
            장려금 책정 승인의 건
제7호의안 : 동일인당 대출한도 결정 승인의 건
제8호의안 : 2019년도 차입금 최고한도 결정 승인의 건
제9호의안 : 무보증신용여신 예외 취급거래에 대한 연장 
            승인의 건
제10호의안 : 조합원자녀 학자금 지급기준 결정 승인의건
제11호의안 : 사업준비금배당 및 이용고배당 지급방법   
             결정 승인의 건
제12호의안 : 감사관련 제규정 일부개정 승인의 건
제13호의안 : 상호금융리스크관리규정(예) 일부개정 승인
             의 건
제14호의안 : 제47기 결산보고서 심의의 건

2019.02.18
이사11명

감사2명

제1호의안 : 조합원자격심사 및 가입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탈퇴조합원 자격확인 및 지분환급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2019년도 환원사업 비료 비종 선정의 건
제4호의안 : 농협 교육규정(모범안) 및 교육이수학점제
            운용준칙(모범안)개정 승인의 건

2019.03.21
이사10명

감사2명

제1호의안 : 조합원자격심사 및 가입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탈퇴조합원 자격확인 및 지분환급 승인의 건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본    점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로45 054) 733-4021

남정지점 경북 영덕군 남정면 산정로7 054) 732-5224

달산지점 경북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로1828-13 054) 732-3526

오포지점 경북 영덕군 강구면 동해대로4479-1 054) 733-8008

경제사업소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시장길40-6 054) 734-6567

8

 나. 인원 현황

구    분 2018-12-31 2019-03-31 증 감

임  원

 조합장(상  임) 1 1

 이  사(상  임) 1 1

 이  사(비상임) 10 9 -1

 이  사(사  외) 1 1

 감  사(비상임) 2 2

소  계 15 14 -1

직  원

정규직
책임자 13 13

직  원 30 30

비정규직
계약직 4 4     

PT등 11 11

소   계 58 58

합    계 73 72 -1



3. 정관변경 사항

현 행 개정(안)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 

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 

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고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방법을 

정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하여는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5편 임원과 직원

제56조 (임원결격사유)

1항

1. ~ 9호 (생략)

10.선거공고일현재 조합원에 

대하여 (50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5조(조합원 가입기간 산정을 위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합병참여 

조합의 조합원 가입기간을 

포함한다.  

  

1. ~ 9호 (현행과 같음)

10.------------------------------

--- (1,000)좌 -------------------

--------------------------

----------    

(부칙)

제2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현 행 개정(안)

11.(생략)

12.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의 

사업이용실적이 가목의 기준금액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 

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300)만원 이상

나.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500)만원 이상    

다.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400)만원 이상 

  

라.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11.(현행과 같음)

12.------------------------------

---------------------------------

---------------------------------

---------------------------------

가.------------------------------

--------------------------------:

(500)만원 이상 

나.-----------------------------

------------------------------- :

(1,000)만원 이상

다.------------------------------

------------------------------- : 

(800)만원 이상

  

라.(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따른 수입수수료 : (10)만원 이상

제7편 대의원선거

제122조 

(대의원자격제한 등)

1항(생략)

2항

1호(생략)

2호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에 대 

하여 (25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 

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3~4호 (생락)

  

(부칙)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항(현행과 같음)

2항

1호(현행과 같음)

2호 -----------------------------

---(500)좌 ----------------------

---

3~4호 (현행과 같음)

(부칙)

제4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일로 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 된 경우 

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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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은 변경사항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보고서와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지역농업(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제2항,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의2제2항>

현 행 개정(안)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122조2항2호 

(출자금)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 

한 것으로 본다.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조합원의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전 조합원에게 맞춤형비료 8,574포를  

   1인당 균일하게 공급하였으며, 

◯ 완효성비료 판매대금의 10%를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약사업은 판매대금의 20%를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의 농작업 시 각종재해에 대비한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작물재해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기계은행사업 등 각종 사업전반에 대해 조합원의 권익도모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경제(유통)사업

◯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자재 및 면세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하나로마트의 생활필수품을 전화주문 및 매장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 조합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영농기 영농상황실 운영 등 조합원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용(금융)사업

◯ 상호금융을 통한 농업자금 조달과 공급의 확대 및 선진화된 신용사회  

   구축을 위하여 창구 자동화 등 조합원과 고객의 편의제공을 최우선으  

   로 하며, 현재 예수금 평잔은 1,666억원, 상호금융대출 평잔은 1,278  

   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대출추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상호대출 평잔이 65억원 증가  

    하여 예대비율이 77% 개선되었습니다.

 ◯ 보험사업은 보험료 1,540백만원, 보험수수료 149백만원의 실적을     

    달성 하였으며, 농업인을 농작업에 의한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을 120건에 계약액 1,200백만원을 추진하였으며, 3월  

    보험이벤트 진행 결과 258건에 월수수료가 1,725만원을 달성하여

    조기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11건에 계약액으로 533백만원을 추진하여 자연재  

    해로부터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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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02 5,556 20.50 5,054 502 9.93

판  매 5,309 1,013 19.09 519 494 95.27

구  매 7,468 1,627 21.79 1,610 17 1.08

마  트 13,934 2,869 20.59 2,866 3 0.10

가  공

기  타 391 47 12.02 59 -12 -20.33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175,320 167,808 95.72 163,600 4,208 2.57

평잔 172,420 166,630 96.64 164,118 2,512 1.53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134,800 128,771 95.53 122,296 6,475 5.30

평잔 132,525 127,794 96.43 122,585 5,209 4.25

보험(공제)료 6,288 1,540 24.50 1,663 -123 -7.35

※ 상호금융예수금·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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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2유동부채 9,239

현금 1,264 외상매입금 158

외상매출금 373 단기차입금 5,429

재고,생물자산 1,657 기타유동부채 3,652

기타유동자산 1,699금융업예수금 167,808

금융업예치금 39,496금융업차입금 8,567

금융업대출채권 137,275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2,967비유동부채 1,099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비유동자산 28,406 기타비유동부채 1,099

투자자산 14,117 부채합계 186,713

유형자산 14,246출자금 7,560

무형자산 자본잉여금 2,274

기타비유동자산 42자본조정 -1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415

이익잉여금 5,260

자본합계 20,490

자산 총계 207,202 부채와자본 총계 207,202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3월말

(A)
'19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6,337 7,049 712

영업비용 4,476 5,107 631

매출총이익 1,861 1,943 82

신용사업 1,194 1,224 30

경제사업 667 719 52

판매비와관리비 1,448 1,324 -124

영업이익 413 618 205

교육지원사업비 58 215 157

영업외손익 169 264 95

법인세차감전손익 524 667 143

법인세비용 -1 -1

당기순이익 524 668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