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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9.01.31. 51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안)

제2호. 2018년도 사업결산 승인(안)

제3호. 2018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안)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9.02.01. 10

제1호. 회계규정 개정(안)

제2호. 조합 정관 개정 심의(안)

제3호. 2018년도 사업결산 심의(안)

제4호. 2018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과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방법 심의(안)

제5호. 2019년도이용고배당 대상사업 결정(안)

제6호. 조합원 신규가입 및 탈퇴처리(안)

2019.02.25. 10

제1호. 차입금 최고한도 변경(안)

제2호. 제위원 선임(안)

제3호.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안)

제4호. 영농자재무상지원 품목 선정(안)

제5호. 구매사업 외상약정 상환기일 변경(안)

제6호. 인삼선별장 운영(안)

제7호. 임원의 자기거래 승인(안)

제8호. 고정자산 임차 승인(안)

제9호. 조합원 신규가입 및 탈퇴처리(안) 

2019.03.27. 10

제1호.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안)

제2호. 인사규정 개정(안)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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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10

제1호.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안)

제2호. 간부직원 임면(안)

제3호. 조합원 신규가입 및 탈퇴처리(안)

2019.05.27. 10

제1호. 규정개정(안)

제2호. 고정자산 임차 승인(안)

제3호. 조합원 신규가입(안) 

2019.06.26. 10
제1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예) 전부개정(안)

제2호. 조합원 신규 가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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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6 8 47 55 81

3. 정관변경 사항

  - 없음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신용사업

 ■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폭설피해금 지급

  1. 피해면적 : 

  

년근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합  계

피해면적

(칸)

15,93

2
69,981 146,500 146,474 161,499 101,579 641,965

  2. 폭설피해 지급 보험금 : 3,309백만원 (평균칸당 : 5,155원)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19년 6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금 액 성장률

경제사업 38,460 14,668 38.14 14,957 △289 △ 1.93

판  매 20,111 6,677 33.20 6,208 469    7.55

구  매 6,300 3,372 53.52 3,569 △197 △5.54

마  트 900 455 50.61 216 239 111.13

가  공 10,320 3,970 38.47 4,680 △710 △15.16

기  타 829 194 23.37 284 △90 △31.81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45,000 53,877 119.73 52,915 962   1.82

평잔 44,523 45,386 101.94 45,950 △564 △1.23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35,800 34,176 95.46 32,257 1,919 5.95

평잔 33,780 33,143 98.12 32,175     968 3.01

보험(공제)료 3,350 668 19.95 820 △152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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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7유동부채 20,710

현금 266 외상매입금 903

외상매출금 7,764 단기차입금 16,500

재고,생물자산 33,156 기타유동부채 3,307

기타유동자산 3,821금융업예수금 53,877

금융업예치금 25,379금융업차입금 44,633

금융업대출채권 77,695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대손충당금) 1,180비유동부채 25,500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장기차입금 24,547

비유동자산 10,051 기타비유동부채   953

투자자산 2,952 부채합계 144,720

유형자산 6,344출자금 6,120

무형자산 자본잉여금

기타비유동자산 755자본조정 △1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7,301

자본합계 13,411

자산 총계 158,132 부채와자본 총계 158,522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6월말

(A)
'19년 6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6,235 15,948 △287

영업비용 13,086 12,857 △229

매출총이익 3,148 3,091 △57

신용사업 774 751 △23

경제사업 2,374 2,340 △34

판매비와관리비 2,315 2,478 163

영업이익 833 613 △220

교육지원사업비 233 244 △11

영업외손익 △48 △192 △144

법인세차감전손익 553 176 △377

법인세비용 5 △3 △8

당기순이익 548 179 △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