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 업 개 황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풍년농사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2017년 각종 사업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가. 관리부문

  1) 조합원 : 2016년말 912명의 조합원에서 45명 가입과 25명 탈퇴로 2017년말 현재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932명으로 20명 증가하였습니다. 

  2) 자기자본 : 출자금은 2016년말 5,024백만원에서 443백만원의 신규 및 증액 출자되어

                   2017년말 현재 5,467백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자기자본은 2016년말 12,130백만원에서 81백만원 증액되어

                   2017년말 현재 12,2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66% 성장하였습니다. 

  3) 임직원 : 우리 조합은 조합장,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임원 12명과 

                  직원 85명(정규직 26명, 비정규직 59명(일반계약직 9명, 영업지원직(경제) 

                  제조생산직 26명, 판매직 24명)으로 총 9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 대의원 : 우리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53명이며, 

                  대의원회는 제74기 정기결산총회 및 2017년 임시총회(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각 1회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나. 교육지원사업 부문

  유통지원비 16백만원, 봄철 우박피해로 인한 재해지원비 25백만원, 영농자재지원비 76백만원, 

 유통활성화지원비 139백만원 등 영농지원사업비 25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산지도비 9백만원, 행사비 15백만원, 협찬비 3백만원 등 영농지도사업비 2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간행비 11백만원, 간행물보급비 4백만원, 광고비 2백만원 등 홍보선전사업비 1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조비 2백만원, 농업인안전보험 및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급 등으로 24백만원을 집행하여

 복지지원사업비를 26백만원 집행으로 2017년 총 교육지원사업비로 36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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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도사업 부문

   2017년도 식재조사 결과 915개소 38,936a(1,168,080평)를 식재신고 하였으며, 

 인삼재배농가의 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조합원 경작기술 향상을 위하여

 2017년 2월 8일 약 3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안전 인삼 생산 경작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라. 신용사업 부문

  1) 예수금 : 2016년말 대비 평잔 2,228백만원 증가한 37,535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 대출금 : 상호금융대출금(평잔)은 전년대비 4,272백만원 증가한 30,017백만원이며, 

                 정책대출금(평잔)은 전년대비 7,931백만원 증가한 33,627백만원을 실행하였습니다. 

  3) 보험사업 : 보험료는 2016년대비 416백만원 감소한 2,105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보험수수료수익은 2016년 대비 41백만원 감소한 157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4) 신용카드 : 신용카드수탁취급수수료는 2016년말 대비 10백만원 증가한 97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마. 경제사업 부문

  1) 계약재배 : 조합 계약삼포 2,200a(66,000칸), 한삼인 495a(14,850칸) 

                    총 2,695a(80,850칸)을 계약하였습니다. 

  2) 수매사업 : 계약재배를 통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총 275,741.08kg, 8,972백만원의 

                    원료삼을 수매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 구매사업 : 우리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인삼경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작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구비하여 저렴한 단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6,093백만원의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4) 판매사업 :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면세점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생협 및 홈쇼핑 등의 매출증가로 2016년대비 1,941백만원 증가한 

                   23,988백만원의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5) 인삼선별장 :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풍기인삼을 엄격한 등급 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삼 시장을 구축하고자 선별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4년근 1포지 2,500차, 5년근 15포지 56,222차, 6년근 30포지 143,118차를 

                   선별하여 총 46포지 201,840차 선별, 3,465백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도 나라 안팎으로 힘겨운 일이 많았던 한해로 세계적인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님께서 우리 조합의 신용 및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신 점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기에 조합을 많이 이용하시어

조합 사업의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바. 이익금

  2017년도에는 건전결산을 위해 전 임직원 및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45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전기이월금 185백만원을 포함한 637백만원의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각종 사업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2018년도 전 임직원은

더욱더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