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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8.09.04 46 제1호의안.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8.07.17 10
제1호의안. 고정자산 취득∙처분(안)

제2호의안. 조합원 신규가입 및 탈퇴 처리(안)

2018.08.21. 10

제1호의안. 2019년도 인삼계열화 대상자 선정 기준(안)

제2호의안. 조합 정관 일부 개정(안)

제3호의안.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

제4호의안. 폭염피해 인삼농가 지원(안)

제5호의안. 조합원 신규가입 및 탈퇴 처리(안)

2018.09.21. 10

제1호의안. 경제사업 여신거래 한도 승인(안)

제2호의안. 인삼계열화사업 수매단가 승인(안)

제3호의안. 무자격 조합원 정리(안)

제4호의안. 조합원 신규 가입(안)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본점(주사무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32

기획팀 054)636-2714

지도팀 054)636-2715

유통팀 054)636-2716

제조1팀 054)636-2716

신용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12  054)636-5027, 6327

제조2팀
명품가공공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신재로 856-11  054)636-2715, 2716

서울사업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9  02) 543-2712, 2713

상주출장소  경북 상주시 화동면 이소2길 53

 나. 인원 현황

① 임원현황

조합장
이사

감사 소계 대의원 비고
비상임 사외

1 8 1 2 12 50

▪ 이사 : 봉화지역 자격요건자 부재에 의한 1인 부족

▪ 대의원 : 남자 45명(풍기읍 전구리, 봉현면 오현리·두산리, 부석면, 문경시 : 4개지역 대의원 부재)

           여자 5명

② 직원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M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계약 시간 소계

2 1 6 13 5 27 9 50 59 86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폭염피해에 따른 조합원 재해지원비 

   -. 교육지원사업비/영농지원사업비/재해지원비 47,515,000원 집행

   -. 731명(기준일 2018년 8월 15일 인삼경작면적소유자) 

      × 65,000원(아이스박스) = 47,515,000원   

2. 경제(유통)사업

∎ 홈쇼핑 매출증대
   (단위 : 백만원)

품명 2017년 
9월말

2018년 
9월말 증감 비고

▪ 홍삼정 원데이스틱

▪ 홍삼정 올데이 수
1,161 1,780 619

∎ 판매품 수출실적
  (단위 : 백만원)

번호 국가명 2017년 
9월말

2018년 
9월말 증감 비고

1 중국 1,275 1,469 194

2 미국 253 403 150

3 홍콩 64 256 192

4 일본 150 194 44

5 인도 95 87 △8

6 캐나다 64 64

7 베트남 53 43 △10

8 EU 16 16

9 인도네시아 1 16 15

10 영국 7 7

11 호주 7 7

12 뉴질랜드 1 △1

13 체코 69 △69

14 기타 1 1

합계 1,961 2,563 99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18년 
9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33,496 21,445 64.02 16,948 4,497 26.54

판  매 15,522 9,053 58.32 7,263 1,790 24.65

구  매 6,430 4,051 63.01 4,737 △686 △14.47

마  트 600 388 64.71 20 368 1,823.43

가  공 10,192 7,513 73.72 4,541 2,972 65.47

기  타 752 439 58.41 387 52 13.52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42,000 47,415 112.89 40,354 7,061 17.50

평잔 40,285 47,870 118.83 35,225 12,645 35.90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35,000 32,448 92.71 31,377 1,071 3.41

평잔 31,959 32,273 100.98 29,591 2,682 9.07

보험(공제)료 4,369 1,172 26.83 1,425 △253 △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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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60유동부채 21,533

현금 470 외상매입금 2

외상매출금 9,835 단기차입금 16,220

재고,생물자산 29,476 기타유동부채 5,310

기타유동자산 5,579금융업예수금 47,415

금융업예치금 22,727금융업차입금 43,698

금융업대출채권 76,163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1,097)비유동부채 27,319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26,150

비유동자산 10,113 기타비유동부채 1,169

투자자산 2,854 부채합계 139,965

유형자산 6,421출자금 5,947

무형자산 39자본잉여금

기타비유동자산 799자본조정 △3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7,387

자본합계 13,302

자산 총계 153,266 부채와자본 총계 153,266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9월말

(A)
'18년 9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8,655 23,506 4,851

영업비용 14,511 19,046 4,535

매출총이익 4,145 4,460 315

신용사업 1,086 1,260 174

경제사업 3,059 3,200 141

판매비와관리비 3,340 3,549 209

영업이익 805 911 106

교육지원사업비 274 321 47

영업외손익 △332 △155 177

법인세차감전손익 199 435 236

법인세비용 41 5 △36

당기순이익 158 430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