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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우리 농협은 인삼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인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농업인 조합원과 동반성장 및 지역사회 계통간 균형 발전

 -. 농업인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기반 확충

▪ 조직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내실화 및 안정화 추진

 -. 조합원 정예화 및 사업참여 확대를 통한 농업인 중심 조직 구축

 -. 農心을 바탕으로 농축협과 중앙회간, 경제와 금융사업간 유기적 협동

 -. 책임과 권한이 분권화된 책임경영체제 구축

 -. 성과중심의 인사 및 급여체계운용 등으로 경쟁력 강화

▪ 사업

 -.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농산물 판매기반 확보

 -. 산지 농축협 중심으로 산지유통 역량 강화

 -. 고객니즈 대응과 농업인 서비스 확대로 협동조합 금융입지 강화

 -.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시장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익 극대화

 -. 농업인 조합원 복지지원사업 강화

▪ 경영

 -. 지속서장 기반구축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 경영위험의 선제적 대응 및 사업목표 관리를 통한 건전경영 달성

 -. 사업부문별 생산성에 기초한 사업계획 수립 및 피드백 실시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개발을 통한 농업인 실익 제고

 -.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지속 추진

Ⅰ. 일반현황

1. 설립 목적

2. 운영지표(경영이념)

3. 중점 추진사업



∎ 1908.12.05. 풍기삼업조합 설립

∎ 1956.12.26. 사단법인 인가

∎ 1971.12.29. 충북제천 덕산삼업조합 통폐합

∎ 1978.03.20. 풍기인삼경작조합으로 명칭 개칭

∎ 1984.12.18. 본 청사 준공

∎ 1987.11.12. 인삼가공공장 준공(백삼, 태극삼)

∎ 1989.01.01. 풍기인삼협동조합으로 명칭 개칭

∎ 1991.03.08. 신용업무인가 개설

∎ 1997.12.29. 풍기인삼종합처리장 준공(1차가공)

∎ 2000.07.01. 농·축·인삼협 통폐합(법률 제6018호)

∎ 2001.12.28. 2차 인삼가공공장 준공

∎ 2008.12.05. 창립 100주년

∎ 2009.02.16. 풍기인삼명품화 가공공장 준공(GMP)

∎ 2009.08.17.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

∎ 2010.11.11. 조합장 정부산업포장 수상(15회 농업인의 날)

∎ 2010.11.30. 수출 100만불 달성탑 수상(45회 무역의 날)

∎ 2012.09.30. 저온저장고 준공

∎ 2014.12.29. 수출 600만불 수출탑 수상(농협중앙회)

∎ 2015.01.22. KMF HALAL 홍삼농축액 외 8품목 인증

∎ 2015.12.17. UAE ESMA HALAL 홍삼농축액 외 4품목 인증

∎ 2016.05.09. KMF 할랄인증 획득

∎ 2017.05.30. 풍기인삼농협 유통센터 준공

∎ 2017.09.12. 풍기인삼농협 인삼선별장 운영

 우리 농협의 구역은 경상북도 영주시, 경주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의 일원(8개시, 11개군)으로 한다.

4. 연혁

5. 관할구역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의거 우리 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

이 있는 자로서 정관 제9조제1항에 해당 하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우

리 농협의 구역에 두고 정관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

을 경영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

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우리 농협의 이사회 자격심사 및 가

입승낙에 따라 농업인 및 법인인 경우 400좌(2,000,000원) 이상 출자를 납입

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우리 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가입금 5,000원 이상을 

납입하면 가입할 수 있다. 

조합장
대의원회
(남50명,
여3명)

이사회
(9명)

감사
(2명)

　

전 무

　
　 　 　 　 　 　 　 　 　 　 　 　 　

기획
지도
상무

신용
상무

경제
상무

　 　 　
　 　 　 　 　 　 　 　 　 　 　 　 　 　 　

기획팀 지도팀 신용팀 유통팀 서울
사무소

제조
1팀

제조
2팀

　

상주
출장소

6.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준조합원

7. 조직도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임  원
조합장(상임) 1(1) 1(1) 0(0)
이사(상임) 9(0) 9(0) 0(0)
감사(상임) 2(0) 2(0) 0(0)

직  원
지도·경제 22 21 △1

신용 5 5 0
합  계 39 38 △1

사무소명 주   소  (또는 위치) 전화번호

본점(주사무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32 054)636-2714

신용사업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12 054)636-5027

명품가공공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신재로 856-11 054)633-271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9(길동) 02)543-2713

설치위치 주        소 취급가능 업무

점내(365) 2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12
현금(수표) 

입출금 및 

통장정리

점외(365) 1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2156

점외(365) 1대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10

8.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 직원은 정규직에 한함

9. 사무소 현황

2017.12.31. 현재

10.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2017.12.31. 현재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

(B-A)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유동자산 38,294 30.02 41,443 30.39 3,149

1.현금 672 0.53 483 0.35 △189

2.외상매출금 6,615 5.19 5,906 4.33 △709

3.재고·생물자산 25,507 19.99 30,384 22.28 4,877

4.기타유동자산 5,499 4.31 4,670 3.42 △829

Ⅱ.금융업예치금 24,445 19.16 18,891 13.85 △5,554

Ⅲ.금융업대출채권

  (대손충당금)

56,598

 (719)

44.37

 (0.56)

67,223 

(1,095)

49.30

(0.80)

10,625

(376)

Ⅳ.공제·농작물보험자산

Ⅴ.비유동자산 8,951 7.02 9,899 7.26 948

1.투자자산 2,754 2.16 2,848 2.09 94

2.유형자산 5,681 4.45 6,401 4.69 720

3.무형자산

4.기타비유동자산 516 0.40 649 0.48 133

자 산 총 계 127,569 100.00 136,361 100.00 8,792

부

채

Ⅰ.유동부채 14,591 12.64 18,152 14.67 3,561

1.외상매입금 62 0.05 △62

2.단기차입금 13,100 11.35 16,100 13.02 3,000

3.기타유동부채 1,430 1.24 2,052 1.66 622

Ⅱ.금융업예수금 34,970 30.29 43,870 35.47 8,900

Ⅲ.금융업차입금 28,790 24.94 35,797 28.94 7,007

Ⅳ.공제·농작물보험부채

Ⅴ.비유동부채 37,088 32.13 25,880 20.92 △11,208

1.장기차입금 36,724 31.81 24,828 20.07 △11,896

2.기타비유동부채 364 0.32 1,052 0.85 688

부 채 총 계 115,439 100.00 123,699 100.00 8,260

자

본

Ⅰ.출자금 5,024 41.42 5,467 43.18 443

Ⅱ.자본잉여금

Ⅲ.자본조정 △214 △1.76 △123 △0.97 91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이익잉여금 7,319 60.34 7,318 57.79 △1

자 본 총 계 12,130 100.00 12,662 100.00 53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7,569 136,361 8,792

Ⅱ.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11.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출자금 잉여금 자본조정 등 합   계

2016년(A) 5,024 7,319 △214 12,130

2017년(B) 5,467 7,318 △123 12,662

증감(B-A) 443 △1 91 533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배당률
우선출자배당률 % % %

보통출자배당률 3.73% 3.64% △0.09%

1좌당 보통출자 배당액 186원 182원 △4원

1좌당 당기순이익 845원 460원 △385원

배   당   성   향 42.50% 65.8%  23.3%

배당액

(백만원)

보통출자배당액 159.2백만원 167.6백만원 8.4백만원

우선출자배당액 원 원 원

이 용 고배당액  164.0백만원 130.0백만원  △34백만원

12. 자본금 현황

(단위 : 백만원)

13. 배당 현황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Ⅰ. 영업수익 31,883 36,745 4,862

1.신용사업영업수익 2,491 2,480 △11

가.이자수익 2,172 2,183 11

나.수수료수익 231 200 △31

다.기타영업수익 88 96 8

2.경제사업영업수익 29,392 34,265 4,873

Ⅱ. 영업비용 25,452 30,600 5,148

1.신용사업영업비용 988 1,220 232

가.이자비용 729 710 △19

나.수수료비용 56 40 △16

다.기타영업비용 203 470 267

2.경제사업영업비용 24,464 29,380 4,916

Ⅲ. 매출총이익 6,431 6,145 △286

Ⅳ. 판매비와관리비 4,756 5,406 650

Ⅴ. 영업이익 1,675 738 △937

Ⅵ. 교육지원사업비 530 361 △169

Ⅶ. 영업외수익 598 1,074 476

Ⅷ. 영업외비용 895 896 1

Ⅸ. 법인세차감전당기순손익 847 556 △291

Ⅹ. 법인세 비용 86 104 18

Ⅺ. 당기순손익 761 452 △309

14. 손익발생 원천별 실적

(단위 : 백만원)

주) 보험사업 및 농작물보험 수익·비용은 신용사업에 포함



15. 재무상태표(통합, 신용, 일반)
| 별첨1 |

16. 손익계산서(통합, 신용, 일반)
| 별첨2 |

17. 이익잉여금처분(이월결손금처리)계산서
| 별첨3 |

18. 자본변동표
| 별첨4 |

19. 감사보고서
| 별첨5 |

20. 사업보고서
| 별첨6 |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 감(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

달

비
용
성

예수금(별단제외) 35,030 27.95 37,206 28.22 2,176 0.27

차
입
금

상호금융 1 0 43 0.03 42 0.03
정책자금 25,683 20.49 33,607 25.49 7,925 5.00
보험사업 0 0 0 0 0 0.00

기타 0 0 0 0 0 0.00
일반차입금 42,265 33.72 39,051 29.62 △3,214 △4.10
기   타 438 0.35 844 0.64 406 0.29
소   계 103,416 82.51 110,750 84.00 7,334 1.49

무
비
용
성

자기자본 11,372 9.07 12,056 9.14 684 0.07
충당금등 956 0.76 1,171 0.89 216 0.13
기    타 9,600 7.66 7,872 5.97 △1,728 △1.69
소    계 21,927 17.49 21,099 16.00 △828 △1.49

조 달 합 계 125,344 100 131,849 100 6,506

운

용

수
익
성

예 치 금 23,822 19.05 17,695 13.42 △6,188 △5.63

대
출
금

상호금융 25,744 20.54 30,017 22.77 4,272 2.23
정책자금 25,696 20.50 33,627 25.50 7,932 5.00
보험대출 0 0 0 0 0 0.00
신용카드 62 0.05 58 0.04 △4 △0.01

기타 0 0 0 0 0 0.00
외상매출금 8,521 6.80 9,242 7.01 721 0.21

유가증권 6 0 5 0 △1 △0.00
기    타 0 0 0 0 0 0.00
소    계 83,911 66.94 90,643 68.75 6,732 1.80

무
수
익
성

비
유
동

투자자산 2,669 2.13 2,758 2.09 89 △0.04
유형자산 5,181 4.13 6,100 4.63 919 0.49
무형자산 6 0 0, 0 △6 △0.00

기   타 33,577 26.79 32,349 24.53 △1,228 △2.25
소   계 41,433 33.06 41,207 31.25 △226 △1.80

운 용 합 계 125,344 100 131,849 100 6,506

Ⅲ.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평잔)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기타"에 "보험일반차입금", "대출금-기타"에 "보험일반대출금" 각각 포함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  감(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상 호 금 융 자 금 대 출 27,757 48.99 31,421 46.70 3,664 △2.29

정 책 자 금 대 출 28,842 50.91 35,802 53.21 6,960 2.30

보 험 대 출

신용카드수탁취급계정 54 0.10 64 0.10 10 0

기타(보험일반대출 포함)

신 용 가 지 급 금

합   계 56,653 100.00 67,287 100.00 10,634 0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  감 (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담 

보

부 동 산 19,845 35.06 26,134 38.88 6,289 △34.67

유가증권

예 적 금 260 0.46 72 0.11 △188 △0.46

보 증 서 35,050 61.93 39,635 58.96 4,585 △61.34

기    타 139 0.25 143 0.21 4 △0.25

 소    계 55,294 97.70 65,984 98.16 10,690 △96.72

 신     용 1304 2.30 1,238 1.84 △66 △2.28

 합     계 56,598 100.00 67,223 100.00 10,625 0

22. 대출금 현황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담보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잔액 구성비 평잔 구성비 잔액 구성비 평잔 구성비 잔액 평잔

요구불예금 11,383 32.7 12,716 36.3 17,538 40.1 12,814 34.4 6,155 98

적립식예금 2,141 6.2 1,812 5.2 1,724 3.9 1,677 4.5 △417 △135

거치식예금 21,244 61.1 20,502 58.5 24,503 56.0 22,715 61.1 3,259 2,213

합  계 34,768 100.0 35,030 100.0 43,765 100 37,206 100.0 8,977 2,176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지방채 6 46.2 0 △6 △46.2

기타유가증권 7 53.8 7 100.0 0 46.2

합    계 13 100.0 7 100.0 △6 0

구    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총  여  신 56,653 67,289 10,636

고 정 이 하  여 신 11 26 15

부 실 여 신 2 2 0

충 당 금

적립현황

충 당 금 적 립 액 725 1,102 377

충 당 금 비 율
(충당금적립률)

125.05 150.13 25.08

23. 예적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24. 유가증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종합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종합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자본적정성

순 자 본 비 율 10.01 10.00 높을수록 양호
단 순 자 기 자 본 비 율 9.51 9.29 높을수록 양호
총 자 본 비 율 19.25 17.55 높을수록 양호

유  동  성
유 동 성 비 율 111.44 43.37 높을수록 양호
고 정 자 산 비 율 47.77 47.82 낮을수록 양호

수  익  성

총 자 산 순 이 익 률 0.61 0.35 높을수록 양호
수 지 비 율 95.04 98.02 낮을수록 양호
총 자 산 경 비 율 4.25 4.41 낮을수록 양호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0.06 0.11 낮을수록 양호
순 고 정 이 하 여 신 비 율 0.00 0.00 낮을수록 양호
연 체 대 출 금 비 율 0.19 0.16 낮을수록 양호

생  산  성
노 동 소 득 분 배 율     51.87     56.12 낮을수록 양호
이익금의 조합원배분율 16.17 11.62

Ⅳ.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단위 : %)



Ⅴ.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2013.3.8.개정

28. 리스크 관리 개요

리스크의 개념

리스크(Risk)란 장래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즉, 자금을 운용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또는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리스크관리 목적

리스크관리의 목적은 리스크 발생 원천을 파악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
시키거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농(축)협의 경영건전성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리스크관리 절차

우리 농(축)협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인식과 한도설정,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보고의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조직

리스크관리 조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실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실무조직



29. 통합리스크

통합리스크의 개념
통합리스크란 우리 농(축)협에 노출된 리스크를 하나의 리스크관리지표로 
통합하여 산출하고 적정 자본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합리스크의 측정
통합리스크의 측정은 4개의 유형별 리스크를 통합하여 산출합니다.

구    분 측 정 방 법
금  리  리스크 (A) 금리EaR
신  용  리스크 (B) 바젤Ⅱ 내부등급법
시  장  리스크 (C) 시장VaR
운  영  리스크 (D) 바젤Ⅱ 운영표준방법

통합리스크 = A + B + C + D

통합리스크 관리 방법
통합리스크는 가용자본 이내로 관리
통합리스크 허용 한도를 설정하고 유형별 리스크에 위험자본 배분
통합리스크 허용 한도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결정

30.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개념
유동성리스크란 운용과 조달기간이 불일치하거나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지급불능, 비정상적 자산처분, 자금차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유동성리스크의 측정
유동성리스크의 측정은 유동성비율로 산출합니다.

|산출방법 : 유동성비율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부채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자산

× 

유동성리스크 측정 대상은 일정기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과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입니다.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법
유동성비율을 주지표로 관리하고, 유동성누적갭비율, 예대율, 금융기관
예금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보조지표로 관리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기간불일치를 적정하게 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한 각종 목표비율한도 준수 및 관리
유동성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유동성위기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

31.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의 개념
금리리스크란 금리가 변동할 경우 자산과 부채의 금리기일 불일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금리리스크의 측정
금리리스크의 측정은 금리EaR로 산출합니다.

| 산출방법 : ∑(만기구간별 금리갭 × (1년 – 금리개정 중간시점) × 2%)
| 금리EaR 개념 : 금리가 향후 1년 안에 2%변동시 최대 손익변동액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은 일정기간 안에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자산과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금리리스크의 관리 방법
금리EaR을 주지표로 관리하고 금리누적갭비율을 보조지표, 금리변동에 
따른 최대 자산가치변동액(VaR)을 참고지표로 관리
금융시장 동향 및 경쟁 금융기관 정보를 수집하여 금리 운용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한 각종 목표비율 한도 준수 및 관리
금리 변경시에는 손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금리 변경에 따른 손
익 변동액을 예상하여 관리

32.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개념
신용리스크란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과 유가증권 등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신용리스크의 측정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측정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부도율과 
담보종류에 따른 부도시손실률을 위험가중치 함수에 대입하여 산출된 
미예상손실에 예상손실 대비 대손충당금부족분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신용리스크 측정 대상은 신용사업 자산계정(대외예치금, 유가증권, 상호
금융대출, 정책자금대출, 신용카드수탁계정 등)입니다.

신용리스크 관리 방법
바젤Ⅱ 내부등급법에 의해 측정한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주지
표로 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결정한 각종 목표비율 한도 준수 및 관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여신심사체제 확립
채무자 신용상태 등 수시 점검하여 부실징후 조기 발견
신용리스크 관련 위험프리미엄을 산출하여 금리에 반영

33.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의 개념
시장리스크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 
등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시장리스크의 측정
시장리스크는 모수적 방법으로 측정한 시장VaR로 산출합니다.

| 산출방법 : 전월말시장 VaR 또는 과거 60일 평균 VaR×4 중 큰 금액
| VaR의 개념 : 정상시장 상황에서 주어진 신뢰수준과 일정 보유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예상금액
시장리스크 측정대상은 외부운용자산 중 매도가능유가증권입니다.

시장리스크 관리방법
모수적방법에 의해 측정한 시장리스크(VaR) 소요자기자본을 주지표로 
관리
시장의 변동 상황 및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별거래에 이용
유가증권 운용에 관해서는 자금관리업무방법(예)에서 정한 규정 준용



34.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의 개념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운영리스크의 유형 : 내·외부 사취, 집행·전달 및 절차상 오류,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객·상품 및 영업 관련, 자연재해, 영업부진 및 시스템 
실패 등

운영리스크의 측정
운영리스크의 측정은 운영표준방법(SA : Standard Approach)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산출방법 : 최근 3년간 각 연도에 대하여 영업영역별 총이익에 영업

      영역별 상수(12~18%)를 곱한 값을 합하여 각 연도의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고, 산출된 연도별 소요자기자본의 3년간 평균금액

운영리스크 관리 방법
운영리스크의 경감 및 통제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사무소장 및 책임자는 운영리스크 관리자로서 리스크를 인식·평가·감시·보고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에 대한 데이터 축적 및 관리

35. 신용편중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의 개념
신용편중리스크란 신용리스크의 일부로서 자산 운용 시 특정 차주에 
편중이 되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신용편중리스크의 측정
신용편중리스크의 측정은 실제의 포트폴리오와 완전 분산 포트폴리오간 
비중 차이를 측정하는 허핀달지수(HHI)로 산출합니다.

|산출방법 : 허핀달지수 = 
 




신용편중리스크 관리 방법
허핀달지수를 주지표로 관리
거액여신 및 유가증권 운용 시 협의회의 설정한도 준수



우리 농(축)협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임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조합원 및 예금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6. 내부통제

내부감사의 기능 및 역할

매년 1회 이상 우리 농(축)협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총회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 농(축)협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농(축)협을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기타사항

37. 이용자 편람 - 주요용어 해설

경영실태평가(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우리 농(축)협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협중앙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등에 따라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생산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고정이하여신(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고정이하여신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
자산 중 고정, 회수의문과 추정손실금액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농(축)협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합니다.

|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고정자산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총고정자산 투자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과 자기자본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고정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비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이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 발생된 총 부가가치에 대하여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를 통해 해당 농(축)협
의 보수지급 대비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노동소득분배율 부가가치합계또는매출총이익
인건비 퇴직급여 인건비성경비

× 

* 인건비성경비 : 급식비 + 복리후생비 + 경영정보비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가공사업 수행 농(축)협의 경우 제조계정(노무비, 복리후생비, 급식비)는 

분모, 분자에 합산



단순자기자본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총자본비율의 보완지표로 우리 농(축)협의 자본규모를 총괄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 단순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자기자본

× 

대손충당금비율(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자산건전성분류구간별 요적립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로 아래의 산
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대손충당금비율적립률 자산건전성분류구간별요적립액합계
대손충당금잔액

× 

* 대상 채권은 상호금융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 및 보험일반대출금을 포함
*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포함(상호금융감독기준 개정으로 13.1.1. 부터는 해당 채권도 포함)
* 우리 농(축)협은 정상 00%, 요주의 00%, 고정 00%, 회수의문 00%, 추정

손실 100%를 적용하여 요적립액을 산출

배당성향(13. 배당 현황)

배당성향은 법인세비용차감후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배당성향 법인세차감후당기순이익
배당금액

× 

부실여신(25. 부실·고정이하여신 및 충당금 적립 현황)

부실여신은 농(축)협의 총여신 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총여신 대비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농(축)협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합니다.

| 총여신 = 대출금(상호금융·정책·공제·대리) + 신용카드채권 + 신용가
지급금 + 신용미수금 등

|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 중 손실발생이 예
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비예상손실(32. 신용리스크 관리)

비예상손실(Unexpected Loss)이라 함은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신용손실(credit loss)금액에서 예상손실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용성 또는 무비용성(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조달된 자금이 예수금과 같이 이자비용 등이 소요된 것은 비용성, 내부
에서 적립한 충당금과 같이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것은 무비용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우리 농(축)협의 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자기자본과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에 대비한 비율로서 우리 농(축)협 총여신의 예상손실 
정도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자기자본 대손충당금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채권의 55%, 추정손실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산

수익성 또는 무수익성(21.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자금이 운용되었으나 대출금과 같이 이자수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성, 
고정자산과 같이 수익이 없는 것은 무수익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수지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의 영업활동 결과로 나타난 영업수익(매출액,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이 영업비용(매출원가,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영업
비용, 판매비와관리비)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수지비율 영업수익
영업비용

× 



순고정이하여신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수익 여신의 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고정이하여신에서 충당금을 차감한 순고정이하여신을 총여신(충당금 
차감)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총여신 대손충당금
고정이하분류여신 대손충당금

× 

* 대손충당금(분자항목) :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분모항목)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순자본 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우리 농(축)협의 내부자금(출자금, 잉여금, 충당금 등)으로 잠재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 순자본비율 총자산 대손충당금
총자산 총부채 가입금 대손충당금

× 

연체대출금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의 대출금 중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등 연체대출금을 
총대출금에 대비한 비율로서 대출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연체대출금비율 총대출금
연체대출금

× 

예상손실(32. 신용리스크 관리)

예상손실(Expected Loss)이라 함은 과거경험에 근거한 부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하리라 예상하는 신용
손실(credit loss)금액을 말합니다. 

유동성갭(30. 유동성리스크 관리)

유동성(만기)갭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만기도래하는 자산과 만기도래
하는 부채의 차이를 말합니다.



유동성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 또는 채권자의 차입금 상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우리 농(축)협의 유동성 수
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 유동성비율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부채
잔존만기개월이내유동자산

× 

* 유동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상품유가증권 + 투자유가증권 + 대출금(요
주의이하 분류대출금 제외)

* 유동부채 = 예금 + 차입금 + 예수금

이익금의 조합원배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농(축)협이 회계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조
합원에 대한 배분비율을 나타냅니다.

| 조합원배분율 이익금배분대상액
이익금의조합원배분액

× 

* 이익금의 조합원 배분액(분자) : 교육지원사업비, 사업준비금, 배당금
* 이익금 배분 대상액(분모) : 매출총이익, 영업외손익, 전기이월금

종합경영평가(26. 경영평가 등급 현황)

우리 농(축)협을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동조합 이념에 
맞는 건전한 농(축)협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서 농업협동
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총자본비율(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은행권의 BIS비율과 같은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우리 농(축)협의 자본을 용도별·성격별로 각기 
다른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합니다.

총자산순이익률(27. 주요 경영비율 현황)

총자산순이익률은 농(축)협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영
성과를 올렸는가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평잔
당기순이익

× 

출자배당률(13. 배당 현황)

배당률은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배당률 납입출자금평잔
배당금액

× 

EaR(31. 금리리스크 관리)

EaR(Earning at Risk)이란 금리의 불리한 변동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최대감소 규모를 나타내는 최대손익
변동예상액을 말합니다.

VaR(33. 시장리스크 관리)

VaR(Value at Risk)란 정상적인 시장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자산가치손실액을 말합니다.

1좌당 배당액(13. 배당 현황)

1좌당 배당액은 1좌당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좌당배당액 총출자좌수
배당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