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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19년 7월  1일 부터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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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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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지보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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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9. 7. 3 8

1. 신규조합원 가입자격 심사의 건

2. 제규정 개정의 건

3. 동일인당 대출한도 변경의 건

2019. 8. 7 8 1. 신규조합원 가입자격 심사의 건

2019. 9. 4 8 1. 신규조합원 가입자격 심사의 건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주소(또는 위치) 전화번호

본점(주사무소)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80 054) 653-3105

참기름가공공장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68-4 054) 653-3900

산물벼건조장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75-6 054) 653-3190

주유소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415-1 054) 653-5151

 나. 인원 현황

구분 2018년말(B) 2019년 9월(A) 증감(B–A)

임원

조합장(상임) 1 1 0

이사(비상임) 8 8 0

감사(비상임) 2 2 0

직원
지도.경제 15 15 0

신용 5 5 0

합계 29 29 0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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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019. 08. 22. 쪽파재배농가 영농교육 실시

2019. 09. 16. 영농회장 회의 – 산물벼 수매안내

2. 경제(유통)사업

구매사업 매출액은 3,313백만원으로 전년동기 2,957백만원 대비

356백만원이 증가하여 12.03% 성장하였으며,

판매사업 매출액은 3,974백만원으로 전년동기 4,064백만원 대비

90백만원이 감소하여 –2.22% 감소하였습니다.

마트사업 매출액은 554백만원으로 전년동기 589백만원 대비 35백만원이

감소하여 –6.03% 감소하였으며, 가공사업 매출액은 1,635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617백만원 대비 18백만원이 증가하여 1.08% 성장하였습니다.

경제사업은 총매출액 9,614백만원으로 전년동기 9,335백만원

대비 279백만원이 증가하여 2.99% 성장하였습니다.

3. 신용(금융)사업

신용사업은 예수금 평잔 50,252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06백만원

증가하여 4.59% 성장하였으며, 상호금융대출금 평잔 34,787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1백만원 증가하여 4.01% 성장하였습니다.

보험부분은 농업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

험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19년 
9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15,484 9,614 62.09 9,335 279 2.99

판  매 8,604 3,974 46.19 4,064 -90 -2.22

구  매 3,815 3,313 86.84 2,957 356 12.03

마  트 816 554 67.87 589 -35 -6.03

가  공 2,007 1,635 81.47 1,617 18 1.08

기  타 242 138 57.00 108 30 27.78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52,100 50,749 97.41 49,466 1,283 2.59

평잔 51,067 50,252 98.40 48,046 2,206 4.59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35,009 34,301 97.98 33,657 644 1.91

평잔 34,900 34,787 99.68 33,446 1,341 4.01

보험(공제)료 2,730 2,260 82.80 2,162 98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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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7 유동부채 5,586

현금 251 외상매입금 104

외상매출금 1,434 단기차입금 4,219

재고,생물자산 2,546 기타유동부채 1,263

기타유동자산 726 금융업예수금 50,749

금융업예치금 18,915 금융업차입금 3,711

금융업대출채권 37,134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790 비유동부채 471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비유동자산 5,056 기타비유동부채 471

투자자산 1,564 부채합계 60,517

유형자산 3,445 출자금 2,689

무형자산 자본잉여금 421

기타비유동자산 47 자본조정 -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2,459

자본합계 5,545

자산 총계 66,062 부채와자본 총계 66,062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9월말

(A)
'19년 9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0,243 10,920 677

영업비용 8,176 9,071 895

매출총이익 2,067 1,849 -218

신용사업 1,318 1,213 -105

경제사업 749 636 -113

판매비와관리비 1,370 1,345 -25

영업이익 697 504 -193

교육지원사업비 185 86 -99

영업외손익 1 192 191

법인세차감전손익 513 610 97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513 610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