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1년 4월  1일 부터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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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12조,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 본 양식을 참조하되, 농축협별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가능

2021년 7월 

풍기인삼협동조합
                       조 합 장   권  헌  준

(붙임1)



목       차

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기타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Ⅳ.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Ⅰ.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개최현황 없음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21.04.21 10
 제1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제2호. 조합원 신규가입 및 탈퇴처리(안)

2021.05.25 9
 제1호. 계통 간 경제사업 여신거래 승인(안)
 제2호. 고정자산 취득(안)
 제3호. 조합원 신규가입(안)

2021.06.22 10
 제1호. 인삼과육 유통방지 대책(안)
 제2호. 21년도 선별장 운영 방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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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1팀 054)63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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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2팀
 명품가공공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신재로 856-11  054)633-2715, 2716

 유통센터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809  054)636-2716, 638-3434

 서울사업소  서울 종로구 송월길 99,2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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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이 사 : 봉화지역 자격요건자 부재에 의한 1인 부족
 ▪ 대의원 : 남자 40명  여자 9명
② 직원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M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소계 계약 시간 소계

1 4 6 12 3 3 29 9 43 52 81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2021년 인삼계열화 계약 현황
(단위 : 칸)

구  분 계약대상 계약면적 비  고

매취형 59명 90,000

계 59명 90,000

2. 경제(유통)사업

 ■ 미국수출
   -. 2021.06.07. 홍삼제품, 4t, 68,000불 



3. 기타

 ■ 환동해산업연구원 업무협약(MOU)체결

   -.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검사 추진

   -. 농산·해양산업분야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농산·해양산업분야 공동기술과제 개발

   -. 농산·해양산업분야 신규사업 공동 추진

   -. 지역특화 농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 상호 지원

   -. 기타 상호 합의된 관심분야



❑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 시행부처(기관)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사업소개 : 6·25전쟁 중 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하셨으나

미처 수습 되지 못한 전사자를 발굴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정책 사업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

❍ 현실태 / 추진방향

∙ 6·25전쟁 전사 및 실종자는 총 16만여 명. 당시 국립묘지로 모신 분을 제외

하고 약 13만여 명은 수습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

∙군은 지난 2000년 부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하여 1만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또한, ‘6·25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는 발굴지역 선정에 결정적인 단서임.

⇨국방부는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를 ｢국민캠페인｣
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협 전 네트워크와 함께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참여방법

∙대상 : ① 미수습 6·25전사자 기준 친·외가 8촌 이내 친족 (유전자 시료채취)

② 6·25 전사자 매장 위치를 아시는 분 누구나 (유해 소재 제보)

∙방법 : 가까운 보건소(지소), 보훈병원(요양원), 군 병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방문하시거나, 1577-5625(오!625)로 전화주시면 시료키트 

발송 혹은 방문 채취 가능함.

❍ 포상금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시 최대 1천만 원 지급

＊유전자 시료제공시 1만 원 상당 기념품, 유가족으로 확인시 10만 원 지급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로 유해발굴에 기여 시 최대 70만 원 지급

 ※ ‘함께하는 100년’을 지향하는「대한민국 농협」은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까지 보듬으며 ‘더 크게 함께하는 100년’으로 나아갑니다.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도
1577-56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1년 
6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증 감 성장률

경제사업 40,857 12,136 29.70 18,100 ▲5,964 ▲32.95

판  매 19,491 4,373 22.46 4,934 ▲561 ▲11.37

구  매 6,000 3,763 62.71 3,980 ▲217 ▲5.45

마  트 1,777 845 47.55 739 106 14.34

가  공 12,902 2,978 23.08 8,319 ▲5,341 ▲64.20

기  타 687 176 25.62 128 48 37.5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61,000 50,829 83.32 53,038 ▲2,209 ▲4.16

평잔 59,153 52,134 88.13 56,298 ▲4,164 ▲7.39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40,000 39,908 99.77 34,714 5,194 14.96

평잔 37,181 39,462 106.13 34,332 5,130 14.94

보험료 3,610 1,589 44.02 1,159 430 37.10



Ⅳ.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Ⅰ.유동자산 45,332Ⅰ.유동부채 22,283

현금 288 외상매입금 35

외상매출금 6,859 단기차입금 17,000

재고,생물자산 33,650 기타유동부채 5,248

기타유동자산 4,535Ⅱ.금융업예수금 50,829

Ⅱ.금융업예치금 23,389Ⅲ.금융업차입금 43,423

Ⅲ.금융업대출채권※ 81,772Ⅳ.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Ⅳ.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Ⅴ.비유동부채 28,514

Ⅴ.비유동자산 9,834 장기차입금 27,446

투자자산 3,179 기타비유동부채 1,068

유형자산 6,459 부채 합계 145,049

무형자산 Ⅰ.출자금 7,239

기타비유동자산 195Ⅱ.자본잉여금

Ⅲ.자본조정 -33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이익잉여금 8,072

자본 합계 15,278

자산 총계 160,327  부채와 자본 총계 160,327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6월말
(A)

'21년 6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19,565 13,187 ▲6,378

영업비용 15,952 10,406 ▲5,546

매출총이익 3,614 2,781 ▲833

신용사업 892 763 ▲129

경제사업 2,722 2,018 ▲704

판매비와관리비 2,556 2,644 88

영업손익 1,058 138 ▲920

교육지원사업순비 249 152 ▲97

영업외손익 ▲188 ▲32 156

법인세차감전손익 621 ▲47 ▲668

법인세비용 ▲3 ▲1 2

당기순손익 624 ▲46 ▲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