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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부터
2020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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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12조,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 본 양식을 참조하되, 농축협별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가능

2020년 10월 20일

강구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장  재  기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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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해 당 없 음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20.07.30. 이사10명
감사2명

제1호의안 : 조합원자격심사 및 가입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탈퇴조합원 자격확인 및 지분환급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사업계획변경 및 고정자산취득 승인의 건

2020.08.27. 이사10명
감사2명

제1호의안 : 조합원자격심사 및 가입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탈퇴조합원 자격확인 및 지분환급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대의원선거일 지정의 건
제4호의안 : 강구농협 달산지점 주소지 변경의 건

2020.09.28. 이사10명
감사2명

제1호의안 : 조합원자격심사 및 가입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탈퇴조합원 자격확인 및 지분환급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외부회계감사인 선인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집중호우피해 농가 영농자재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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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원 현황

구    분 2019-12-31 2020-09-30 증 감

임  원

 조합장(상  임) 1 1
 이  사(상  임) 1 1
 이  사(비상임) 9 9
 이  사(사  외) 1 1
 감  사(비상임) 2 2

소  계 14 14

직  원

정규직
책임자 13 14 1
직  원 29 28 -1

비정규직
계약직 7 9 2
PT등 9 6 -3

소   계 58 57 -1
합    계 72 71 -1

3. 정관변경 사항 : 해당 없음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조합원의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전 조합원에게 맞춤형비료 7,719포를  

   1인당 3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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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피해를 입은 돌봄농업인 41가구에 대하여 6백만원 상당의 생필품 

   을 지원하였습니다. 

2. 경제(유통)사업

◯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자재 및 면세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하나로마트의 생활필수품을 전화주문 및 매장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 로컬푸드매장을 개장하여 관내 농업인이 재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판매 

   하여 농산물 판매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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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7억원, 상호금융대출 평잔은 1,227  

   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보험사업은 보험료 4,290백만원, 보험수수료 439백만원의 실적을      

   달성 하였으며, 농업인을 농작업에 의한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을 613건에 계약액 6,130백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504건에 계약액으로 8,783백만원을 추진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부정책 지원 사업

 ❑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 시행부처(기관)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사업소개 : 6·25전쟁 중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하셨으나

                 미처 수습 되지 못한 전사자를 발굴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정책 사업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

     ❍ 현실태 / 추진방향

        ∙ 6·25전쟁 전사 및 실종자는 총 16만여 명. 당시 국립묘지로 모신 분을 제외

          하고 약 13만여 명은 수습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군은 지난 2000년 부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하여 1만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또한, ‘6·25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는 발굴지역 선정에 결정적인 단서임.

         ⇨ 국방부는 6·25 70주년인 올해,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를

            ｢국민캠페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협 전 네트워크와 함께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참여방법

        ∙ 대상 : ① 미수습 6·25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 이내 친족 (유전자 시료채취)

                ② 6·25 전사자 매장 위치를 아시는 분 누구나 (유해 소재 제보)

        ∙ 방법 : 가까운 보건소(지소), 보훈병원(요양원), 군 병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방문하시거나, 1577-5625(오!625)로 전화주시면 시료키트 

                  발송 혹은 방문 채취 가능함.

                     

     ❍ 포상금

        ∙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시 최대 1천만 원 지급

             ＊ 유전자 시료제공시 1만 원 상당 기념품, 유가족으로 확인시 10만 원 지급

        ∙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로 유해발굴에 기여 시 최대 70만 원 지급

 ※ ‘함께하는 100년’을 지향하는「대한민국 농협」은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까지 보듬으며 ‘더 크게 함께하는 100년’으로 나아갑니다.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도

  1577-56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0년 
9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증 감 성장률

경제사업 26,255 17,490 66.62 17,327 163 0.94

판  매 5,126 2,047 39.93 2,009 38 1.88

구  매 7,251 5,021 69.26 5,431  -410 -7.53

마  트 13,601 10,296 75.70 9,747  549 5.63

가  공 　

기  타 277 126 45.49 140  -14 -10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175,294 183,331 104.58 165,697  17,634 10.64

평잔 174,141 175,662 100.87 165,269  10,393 6.29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136,430 127,628 93.55 128,134  -506 -0.39

평잔 136,847 122,727 89.68 128,594  -5,867 -4.56

보험료 6,049 4,290 70.92 4,462  -172 -3.87



Ⅳ.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Ⅰ.유동자산 5,622Ⅰ.유동부채 10,875

현금 1,322 외상매입금 408

외상매출금 763 단기차입금 6,159

재고,생물자산 1,549 기타유동부채 4,308

기타유동자산 1,988Ⅱ.금융업예수금 183,331

Ⅱ.금융업예치금 60,843Ⅲ.금융업차입금 9,357

Ⅲ.금융업대출채권※ 133,749Ⅳ.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Ⅳ.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Ⅴ.비유동부채 989

Ⅴ.비유동자산 26,336 장기차입금

투자자산 12,371 기타비유동부채 989

유형자산 13,897 부채 합계 204,551

무형자산 Ⅰ.출자금 8,460

기타비유동자산 68Ⅱ.자본잉여금 2,274

Ⅲ.자본조정 -102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5,341

Ⅴ.이익잉여금 6,026

자본 합계 21,999

자산 총계 226,550  부채와 자본 총계 226,550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9월말
(A)

'20년 9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22,022 21,498 -524

영업비용 16,026 15,858 -168

매출총이익 5,995 5,639 -356

신용사업 3,682 3,190 -492

경제사업 2,314 2,449 135

판매비와관리비 4,563 4,167 -396

영업손익 1,432 1,472 40

교육지원사업순비 500 607 107

영업외손익 703 402 -301

법인세차감전손익 1,532 1,142 -390

법인세비용 -1 -4 -3

당기순손익 1,533 1,146 -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