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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축)협의 발전은 대의원을 비롯하여 이사, 감사가 얼마만큼 소신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농협이 소수의 관심 있는 조합원이나 이사, 감사

외에는 농협사업과 운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을 다니면서 “농협이란 무엇인가?”라는 원

초적 질문을 해 보아도 자신 있게 대답하는 농민 조합원을 별로 만나

지 못했다.

1980년대에는 “농협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다수 조합원들

이 “정부”라고 대답했다. 1990대에는 “농협직원”이라고 대답하는 조합

원이 대다수였다. 요즘은 조합의 주인을 “조합장”이라는 대답을 듣고

있다.

현실이 이런대도 농(축)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은 농협 정체성과 원칙

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농협직원이 공무원에 준하고 조

합장은 정치적 권력층으로 인식하고 있는가하면, 대의원은 일당에 눈

이 멀어 서로 자리 나눠먹기를 하고 있고 이 감사는 지역유지인양 행

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하기위해는 농협중앙회 계열이 아닌 농민단체 및

농업계가 주도하는 협동조합교육이 필요하다. 농민조합원의 참여와 농

협발전을 위해서는 결산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

과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농협의 사

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단계별 주요 검토 항목과 실무적 차원에서

농민조합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의하고자 한다.



Ⅰ. 농협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1.경영방침

1) 장기적인 조합의 미래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조합 경영진이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핵심전략 위주로 경영방침 결정.

☞ 농업인 및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농협

☞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농･축산물유통에 앞장서는 경제사업 추진

☞ 지역 종합 금융센타로 차별화 및 서민대출 추진으로 지역 생활 입지 강화

2)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사회･분과위원회･영농회･작목반･농업경영인회･여성농업

인회･농민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부문별로 실행 가능한 실천전략으로 역점

과제 선정

☞ 체감효과가 높은 경제적 변화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로 사업량 증대와 

기존사업 확충 및 형식적인 단순과제는 축소

☞ 업무추진을 위한 적합한 직원 정원을 정착, 업무평가 및 급여제도를 개선하여 

개개인의 성과주의로 조합운영 확립

☞ 지역조합실정에 맞는 조합운영 또한 임원진의 평가 및 분과별 예산에 대한 결과

를 연 2회 이사회 운영 보고 실시

☞ 조합발전을 위한 조합법, 정관, 규약,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원교육 실시

2. 사업계획 수립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조합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월말 가

결산 결과, 3/4분기 우리농협 현재위치진단서, 3개년 평균 성장률, 지역 농산물 생

산량, 소관부서 지도기준을 하며 특히 3/4분기 심사분석을 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진도 및 성과 함으로 사업추진방향 제반 문제점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사업 목표를 

위한 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조합여건과 사업부문별 물량측정 손익목표 지침서에 준



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ㅇ 제1단계 (7월-9월) 자료수집 

  - 조합원･자목반･영농회･농업경영인회･여성농업인･농민회등 의견수렴. 지역 농업

생산 새로운 개발에 조합원에 부응할 수 있는 실익사업추진

☞ 여론수렴은 이사회심의자료 첨부 ⟶ 대의원 총회에 결과 첨부

ㅇ 제2단계 (10월-11초) 계획안 작성 

  - 조합 기획부서에서는 중앙회에서 시달된 사업계획지침서를 참고로 조합 9월 가

결산 성과, 12월 추정치 등을 참고하여 경영목표, 방침설정, 종합안 등을 작성 

☞ 대의원 분과위원회실시 투명화 ⟶ 분과위원장은 각 부서별 이사 ⟶ 9월 운영공

개 ⟶ 이사회 9월가결산 보고 ⟶ 이사회 사업계획서 심사분석실시 ⟶ 이사회 

사업계획서 심의 할 고정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중앙회 사업검토실시

ㅇ 제3단계 (11월10-20일) 사업계획서 이사회 부의 심의

☞ 최소한 사업계획서 심의안 일주일 전부터 이･감사 검토실

☞ 심의는 이사회 권한으로 형식적인 참여보다 최소한 2일 이상 충분한 검토를 실

시하여 조합원 실익과 경제사업 유통, 판매 할성화 실시

ㅇ 제4단계(11월20-30일)총회(대의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안)부의 의결

☞ 정관례 제36조 대의원소집통지는 개회7일 전까지 발송

2) 기본 방향

  ☞ '11년 농․축협 경영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ㅇ 농업인(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사업계획 수립

   - 운영평가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작목반 회의 및 농･축산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ㅇ 경제여건 및 농업･농촌 환경, 정책방향, 내부 환경 등 대내외 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 철저

   ☞ 농업인 실익지원 중심의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ㅇ 관행적이거나 실익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지원효과가 큰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 재편

  ㅇ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영농･양축지원을 중점 반영        

3) 세부 기준

 ☞ 모든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 사업별 계획물량은 목표손익 내에서 상향식으로 자율책정하되, 2010년 9월말 

가결산 결과, 최근 3개년 평균성장률, 소관부서 지도기준, 지역 내 경제여건 

전망, 농축산물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연도 중 비계획사업은 예산 추가편성 및 예비비사용 등을 동반하게 되어 전체 

수지예산에 영향을 초래하는 바, 비계획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 사업계획 총회 의결시 수립 결과에 따른 조합원의 관심 및 수혜부도설명하여  

조합원 사업 참여도 제고

   ※ 작성시 주요내용(예시)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업형태(자체사업, 정책사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조합원에게 주는 

직ㆍ간접 혜택(가능하다면, 금액으로 표시)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서식(작성방법 예시임)은 붙임 참조>

4) 작성 요령

 ☞ 사업계획은 회계별(신용ㆍ일반사업회계), 지사무소별, 사업부문별, 담당자별로 

작성하되 아래의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실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수립

 ☞ 사업계획은 사업부문별로 사업명, 세부추진 사항, 분기별 계획으로 구분하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

  ㅇ 사업물량 계획은 사업별, 품목별, 자원별, 사무소별로 작성하고 자금계획 및 

수지예산과 상호 일치하도록 편성

 ☞ 지사무소별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점(소) 및 사업소별로 목표손익 

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주사무소는 



지사무소 계획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

 

 ☞ '11년 주요 신규･역점추진 사업은 '10년 대비 사업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신사업 개발 또는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세부 

명세표」(부표2-양식1)에 작성

3. 자금계획수립

1) 기본방향

 □ 각종 자금은 농･축협의 경영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거 실적, 금후 

경기 동향, 중앙회 사업부문별 지침 및 정부정책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수지목표에 의거 자율 책정한 사업물량에 근거하여 조달 및 운용규모를 

책정하되, 자금 및 각종 물량공급 계획의 적기 시행으로 사업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 자금계획은 회계별, 사업부문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본소에서 종합적으로 취합 

조정하여 책정하고, 자금계획상의 계수는 회계별･사업부문별 계획 및 

수지예산상의 관련 계수와 일치

  □ 특히, 농협 재무기준 제4조에 의한 신용사업자금의 타사업 운용 한도(예수금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지 않도록 유의(재무기준 제4조는 연말기준 

이행사항이 아니라 매월말 기준 이행사항임)

2) 자금조달부문 

 가. 예수금

  □ 상호금융 예수금은 지침상 2011년도 상호금융 물량책정 기준, 최근 3개년 

평균증가율,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영기반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적정 

물량을 책정하되 일정수준 성장토록 책정

 나. 차입금

  □ 2011년 사업계획 물량, 고정투자 계획, 차입금 운용 및 상환계획, 차입금이자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책정



   ㅇ 대출금 운용조달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입금 규모 책정 지양

  □ 일정규모 이상의 고정투자 관련 시설차입금은 심사 또는 심의를 거친 계획에 

한해 자금계획에 반영

   ㅇ 고정투자 심사 및 심의대상은 고정투자계획 수립부문 참조

 다. 자기자본

  □ 대외 경영안정성 확보, 손실발생에 대비한 흡수여력 확충 및 농축산물 

유통개선과 사업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농･축협별 의지 

목표를 수립하여 최대한 반영

  □ 2011년도 신규고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농․축협은 가급적 투자액 중 

자부담액의 50% 이상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규 조성하여 충당 

  □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적립 확대

   ㅇ 법정적립금 등 제 적립금은 처분대상 잉여금의 70%이상 내부적립 하도록 

계획 수립 

3) 자금운용부문 

 가.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여유자금의 고수익 운용

  □ 자금별 운용규모는 2010년 운용실적과 자금수요 전망, 기일도래 등을 감안 

적정규모를 책정하되, 단기운용 자금은 수익성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책정

  □ 상호금융 여유자금의 고수익 운용을 위하여 최대한 운용 확대

   ㅇ 2011년 상호금융대출금은 농․축협 여건을 감안하여 달성 가능한 예대비율이 

유지되도록 편성

    - 단, 예대비율이 90%를 초과하는 농․축협은 적정수준의 대출금 규모를 

책정하되, 예수금 증대방안 수립과 병행



  □ 부실채권의 정화, 유휴부동산 및 유입물건 처분, 불요불급한 고정투자의 억제 

등으로 자금의 고정화 방지 및 무수익성 자금운용은 최대한 감축

 나. 예수금전용 억제

  □ 고정투자, 기타 비수익적 지출을 위한 예수금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되, 

경제사업 수행을 위한 예수금의 전용도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예수금 

전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출자한도

   ㅇ 농협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범위 이내

   ㅇ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자대상

   ㅇ 계통출자금(납입출자금)

    - 중앙회 출자금은 농․축협 납입출자금 순증액, 자기자본 여건, 자금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축협 자율적으로 결정(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여 중앙회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절차 이행-이사회 

의결)

   ㅇ 품목 농․축협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지역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품목 농․축협은 출자금액 반영('09.12월 농협법 개정 시 

품목 농․축협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지역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가능)

   ㅇ 계통출자금(조합상호지원출자금)

    - 납입액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상

   

 * 조합상호지원출자금 : 전년도 매출총이익의(신용, 공제, 경제 매출총이익 합계)  

일정률(2.0%) 이다.

 



ㅇ 계통출자금(사업이용초과출자금)

  - 전년도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1/3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  

합계액의 100분의 2 해당액을 중앙회에 출자(농협법 제58조) 

    (참고) 2010년 자금조달수익률 3.10%, 자금운용마진율 3.11%

ㅇ 공동사업투자금  

  - 조합공동사업<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5장제2절> 신규참여 농․축협

라. 기타 사항

  □ 현금은 적정수준으로 보유하고 상환준비예치금은 전월말 예수금잔액의 10%로 

편성하며 비료, 농약, 일반자재 등 영농 및 축산자재, 마트상품 등은 재고를 

최소화하여 재고자산  과다 보유에 따른 자금부담 경감

4. 고정투자계회수립

1) 기본방향

□ "농업협동조합재무기준"에서 정한 한도이내 투자 

☞ 업무용부동산 투자비율 준수를 통한 재무구조

ㅇ 업무용부동산 투자비율(순업무용부동산/자기자본) : 자기자본의 100%이내

☞ 불가피하게 자기자본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순고정투자분(임차보증금 포함)에 

대한 금리부담액이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당기순이익 차감)이내일 때에만 투자

□ 고정투자 타당성 및 법적제한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 고정투자 계획에 대한 심사 및 심의절차 이행

☞ 업무용부동산투자비율(순업무용부동산/자기자본) 과다 농･축협은 재무구조 개선 

추진

2) 업무용부동산

  □ 업무용 토지 



  ☞ 토지 매입 시는 공인기관의 토지시가조사표를 기준으로 인근 거래상황, 토지 

관련세법,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 농․축협이 직접 경작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에 유의하여 

취득하되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 유의

  □ 업무용건물

  ☞ 각종 예산단가표를 기준으로 중앙회의 농․축협에 대한 자금 지원계획, 

정부예산 반영계획, 자기자본 등 고정투자 능력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가능한 농․축협의 자부담비율을 최대한 반영(50)%

   ㅇ 농․축협간 공동투자, 증ㆍ개축지원(지원비율ㆍ지원최고한도 우대)하되, 

생산ㆍ유통ㆍ가공 사업 이외의 신축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없는 점에 

유의

   ㅇ 고정투자 심사 및 심의절차 미 이행 시설에 대하여는 중앙회 

유통저리시설자금 지원 불가

3) 업무용동산

 □ 업무용동산 신규취득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 전산화 추진과 물류표

준화 등 유통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반영하되, 업무용동산 교체취득은 내

용연수가 경과한 것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에 한하여 반영(별첨 참조)

  □ 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 등으로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한 

품목 및 인원증원, 면적확장 등에 따른 추가 소요집기 등을 우선 반영

  □ 적용단가는 본 지침상의 단가표 금액에 의거하여 산정하되, 단가가 없는 

품목은 정부공인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공표가격 이내에서 자율

5.수지예산편성지침

1) 기본 방향



 가. 예산은 2011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나. 예산항목은 회계규정에 명시된 계정과목 해설을 참조하여 회계별, 세목별로 

구분․편성하고 예산편성에 적용할 단가는 본 지침상의 예산편성단가표를 

참조하여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편성

   ㅇ 예산집행 기준이 없는 예산확보 차원의 편성은 일체 지양

    - 관행적, 비생산적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소모성 예산은 최근 경영여건을 

고려 최대한 긴축 편성

    - 행사성, 보여주기 식 사업 등은 편성 배제

   ㅇ 비례성 예산은 매출총이익 증가율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집행기준 재검토

 다. 중앙회와 농․축협의 계통수수료 배분율은 10:90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분율이 달리 확정된 사업은 해당 사업방침에서 정한 율에 의하여 

계상

 라. 자체 경제사업 중 매출액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내 

일반상 또는 농․축협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책정

 마. 판매비와관리비는 본 지침의 편성기준에 의하되 비목의 성격을 감안 원가성 

비용은 해당부문의 원가로 편성 및 성과에 비례한 예산편성으로 긴축경영 

추진

   ㅇ 경상경비 억제를 위한 관리성 예산 편성규모 최소화

 바. 시장개방 가속화, 예대마진축소 등의 경영환경변화에 맞는 인력운용이 

요구되므로 2011년 정원책정은 수익성 및 사업량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부표1 (2011년 농․축협 정원운용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이를 참조하여 

인건비 책정

 
2) 영업수익및비용(판매비와관리비성예산제외)

  가. 기본원칙

  □ 사업부문별, 회계별 수익 대 비용률은 목표 매출이익이 달성되도록 전년도 결

산실적 및 2010년도 연말 추정실적과 각종 요율을 종합하여 책정

  □ 사업부문별 예산책정 규모는 해당 사업부문 2011년 예상 매출이익 증가율 범



위 내에서 편성

  □ 신용수익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경제 및 공제매출이익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신용수익도 수수료수입 확대 등 수익 다변화 추구

  □ 사업물량에 연동하는 비례성 예산은 실 소요액을 추정하여 반영하되, 연도중 

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초과 집행 할 경우 반드시 기획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

 나. 사업부문별 편성 기준

 1) 신용사업

  가) 이자수익

 

  □ 예치금이자(2010년도 추정)

   ㅇ 상환준비예치금 : 4.00%

   ㅇ 일시예치금 : 3.00%

   ㅇ 기간별 정기예치금

     

구  분 6개월 이내 12개월 24개월 36개월
예치금리 3.50% 4.20% 4.40% 4.60%

   ㅇ 기간별 슈퍼정기예치금

     

구  분 12개월 24개월 36개월
예치금리 4.30% 4.50% 4.70%

  □ 대출금이자는 2011년도 연간취급 평잔 계획에 농․축협별, 과목별, 자원별 평균

금리를 적용하되, 정부의 금리정책 및 대출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편성

   ㅇ 정책대출금리 및 여신자금 차입금리 

     : 작성일 현재 최종 대출금리 또는 차입금리를 기준으로 편성

      ※ 자료출력 : 여신종합시스템/자금관리/여신자금/최종 월 결산내역상의 대출 

및 차입금리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자 수입분은 전년도 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편성



3) 판매비와관리비

가. 기본원칙

  □ 해당 농․축협의 관련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말의 예상 집행실적, 

경영여건과 손익현황, 2011년도 예상 매출총이익 증가율 및 예상손익, 

인력수급 현황, 경영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책정

  □ 최근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성과에 비례한 예산편성으로 긴축 운용기조를 유지

   ㅇ Zero-Base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감축의지 반영

   ㅇ 해당비목의 성격을 감안하여 원가성이 있는 비용인 경우 해당부문의 원가로 

편성하고 순수 판매비와관리비 성격의 비용만 편성 

    - 고정투자성 예산은 반드시 자본예산으로 반영

   ㅇ 비례성예산은 매출총이익 증가율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례성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

   ㅇ 수익과 비례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비용 효율성 제고

    - 각종 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추진 동기 부여

   ㅇ 관리성예산은 경상경비의 억제차원에서 단가, 요율 등 제반관련 요소를 

세밀히 분석하여 적정금액만을 반영

  □ 경비(판매경비 포함)는 업무량 증가,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최대한 절약

   ㅇ 고정비성 예산(인건비성 경비,임차료,공제료,감가상각비,당직비,용역비 등)은 

실소요액 편성

   ㅇ 소모성 예산은 2010년 수준으로 편성

  □ 예산편성 시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 농․축협 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의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명확한 산출근기에 의거하여 

편성



   ㅇ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농․축협의 경영상태 및 지급능력과 책임경영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책정

    - 특히, 복리후생비(피복비, 제화대, 체력단련비 등)는 관내 농․축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반영(비정상적 과다 책정 자제)

   ㅇ 성과급여(상여금)는 '성과급여업무방법'에 의한 지급률과 종합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 지급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조합(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은 경영개선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조합구조개선및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집행기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

 나. 세부기준

 1) 인건비

  □ 보 수

   ㅇ 임원(조합장,이사,감사)의 보수와 실비는 농․축협의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에 의거 편성

    - 비상임이․감사가 이사회 개최 및 감사업무이외의 대의원회 및 각종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참석할 경우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에 의한 실비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임원 이외의 참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여비, 식비 등 실 

소요액만을 별도 편성

    - 비상임이․감사 실비는 전년도 이사회개최 및 감사실시 횟수, 감사실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되, 불필요한 감사실시 등에 따른 과도한 

실비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관리 실시

   ㅇ 상임임원의 성과연봉 등 성과보수는 농축협의 지급능력 및 책임경영차원에서 

'성과급여업무방법' 및 '종합경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농축협의 지급능력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편성

 

   ㅇ 비상임조합장의 퇴임공로금

    - 비상임조합장의 퇴임공로금도 일반 직원의 퇴직급여금과 같이 소요액을 매년 

적립하여야 함. 따라서, 임기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2011년말에 퇴임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농․축협의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퇴임공로금 해당액을 예산으로 책정

    - 특히, 2011년도에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농․축협은 조합장 퇴임공로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책정

  □ 급 여

   ㅇ 2010년도 사업계획 상 T/0와 2010년 9월말 기준 현원, 2011년도 정원조정 

등 인력수급 계획 및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직원급여 관련 규정과 

2010년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편성

   ㅇ 정기성과급여, 변동성과급여 등 성과성 급여는 '성과급여업무방법' 및 

'종합경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농․축협의 지급능력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편성

   ㅇ 특별성과급의 경우에는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지급(100% 이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예산 편성 

  □ 제수당(성과급여 포함)

   ㅇ 직원의 급여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여 책정 

   ㅇ 시간외근무수당은 2010년도 예산 편성금액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하되, 경영여건과 지급능력에 상응한 수준으로 편성

    - 3급 이상 책임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하지 않되, 하나로마트, 

공판장, 판매장, 농기구SC, 가공공장 등 경제사업장 등에서 농․축협 운영상 

불가피하게 본인이 직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ㅇ 병충해 상담역 운영농협은 중앙회 지원액(2백만원)을 감안하여 자부담액을 

반영하고, 농약 공동살포조직단 운영 농협은 인원수×1백만원×4개월 해당액 

반영

   ㅇ 위험수당 등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직책급에 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연간 지급액을 사전 예상하여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

    - 농약위해수당 : 위해작업에 따른 업무수당 반영(자율 책정)

    - 농기계은행 운영지도사 활동수당(중앙회 지원): 80천원×12월

    - 농기계서비스센터 위험수당 : 자율 책정



    - 축산인증컨설턴트 수당(제수당<기타>) : 자율 책정(보유 축협에 한함)

   ㅇ 복리후생비 책정 시 임금성 복리후생비 감축

   ㅇ 상여금, 보건단련비, 성과급 등 성과급여는 농․축협의 지급능력 및 

책임경영차원에서 편성

    - 인센티브상여금은 사무소별, 직원별 업적과 능력 등을 차체실정에 맞게 

평가하여 차등지급 가능. 다만, 인센티브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기준 지급률 준수

    - 경제사업 관련 성과급, 시간외 수당, 판매장려금 등은 사업목표 달성,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성수기 판매촉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소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

   <예시> 농약관련 보직공모자 성과급(3개년 평균판매액의 0.5%+3개년 

평균판매액 초과 해당액의 1%), 공판장장 보직공모자 성과급, 

하나로마트 종사직원 성과급 등

  □ 임  금

   ㅇ 비정규직원(계약직, 시간제업무보조원)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 해당액을 편성

    - 단, 가공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은 해당 직접사업비에 반영

   ㅇ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등을 예상하여 적정한 임금책정

    - 특히 경제사업종사 직원의 경우 시간외근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통상임금을 책정하여 사후 분쟁소지 사전 예방

 

4) 교육지원사업비

 가.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원 영농과 직접관련된 부분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조합원 
실익증대 도모

  ㅇ 조합원 소득증대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문 지원 확대
  ㅇ 1회성․행사성 및 비능률ㆍ비생산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영농자재 지원 등 실질 조합원 영농위주로 직접지원 강화

 ■ 농업․농촌 활력화 및 농업인 실익사업 지속적인 발굴 지원

  ㅇ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등 경제사업 활성화 위주에 집중
  ㅇ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
  ㅇ 농촌사랑운동의 내실화를 통한 지속 추진

 ■ 교육지원사업비는 영업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전년대비 매출총이익 
    및 당기손익 감소조합은 교육지원사업비 증액 자제

   ㅇ 해당 농․축협의 영업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되, 

전년대비 매출총 이익 및 당기손익 감소 농․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증액 

자제

   ㅇ 지역사회의 농촌개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도농교류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종합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농․축협 본연의 사업과 연관된 예산위주로 

편성 

   ㅇ 내부방침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지원사업별 명확한 예산집행 기준 제시

  □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성 재검토로 비능률ㆍ비생산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ㆍ폐지하고 우수농축산물 생산 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과 

조합원 소득증대 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 지원 

   ㅇ 1회성, 행사성 등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동 예산은 농업인 영농 

직접지원 위주로 편성



   ㅇ 단순 선진지 견학 목적의 외유성 해외연수 편성 금지

   ㅇ 모든 사업을 골고루 늘리고 모든 비목을 조금씩 늘려오는 방식 지양

    - 단순․소액․나열식 사업 등은 통폐합 또는 폐지

   ㅇ 토양검정ㆍ시비개선 등 친환경 보존형 농업육성 지원

   

  □ 교육지원사업비는 순수한 교육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되, 각종 

행사ㆍ회의는 시기 및 사안별로 가급적 통폐합하여 편성

   ㅇ 관련 협의회, 간담회, 평가회, 연찬회 등 각종 회의와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편성하되, 특히 간담회비는 통상적인 회의비 

범위이내에서 실소요액을 계상 

  □『환원사업비』는 조합원의 영농 및 생활에 공동이익과 편익을 제공하는 

숙원시설 설치 지원, 특색사업 생산자금 지원, 재해지원에 국한하여 편성

   ㅇ 조합원 생일 또는 명절 시 선물비 등 일회성, 선심성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과도한 환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으로 농․축협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대도시형 농․축협의 과도한 환원사업비 편성 자제

   ㅇ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농업생산보조 차원의 농약, 

사료 등 현물 지급을 통한 지원을 확대

     - 농약, 사료 등 현물 지급시 판매사업 미이용 조합원은 배제가능

  □ 집중호우 및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된 조합원의 생활 및 

영농ㆍ양축 기반의 복구 지원을 위하여 환원사업비(항)중 재해지원비(목)에 

예산 편성

   ㅇ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책정. 단, 풍수해, 우박피해 등 재해상습지역은 

과거 피해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 농․축협 시설에 대하여는 화재공제 부보시 풍수해특약에 가입토록 

해당사업비에 예산반영

    ※ 풍수해 특약 가입대상 물건은 중앙회의 

「조합상호지원자금」지원대상(재해지원)에서  제외됨에 유의

  □ 농업기술 향상 및 생산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비, 농업경영개선을 위

한 영농자재 지원, 환경보전비, 방역진료비 등은 영농지도비(항)로 편성하되 



가급적 전체 교육지원사업비의 65%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고 영농자재지원비

(목)는 40% 이상 편성

     <단, 영농지도비(항)속의 행사비, 협찬비, 연찬회비는 감축계획 수립) 

   ㅇ 지역문화 행사와 관련된 협찬비는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순수 협찬비 위주로 

편성하고 농업ㆍ농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협찬은 지양

  □ 생활지도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등은 조합원의 생활개선과 

농촌문화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실소요액 

범위 내에서 책정

   ㅇ 농업인 교육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교육비 편성

   ㅇ 다양한 정보 전달 채널의 발달과 농업인 수 감소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보

급선전비 편성

   ㅇ 조사연구비는 수익과 관계없는 농가소득증대 등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비, 연

구비만 편성

  □ 회계계정에 적합한 항목의 교육지원사업비 편성으로 투명성 제고

5) 예비비 편성

 가. 신규사업개발 및 조합원 지원을 위한 소요 예비비

   □ 신규사업 개발 및 조합원 지원을 위한 예비비는 농․축협의 경영여건, 

2011년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자율 편성

 나. 인건비 관련 예비비 

   □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퇴직급여금에 대하여 경영 여건, 전년도 인상수준, 복리후생비 등 직원 

처우개선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편성

✈  2011년도 총일수 및 공휴일 수

ㅇ 총일수 : 365일  ㅇ 근무일수 : 249일 

ㅇ 숙직일수 : 365일  ㅇ 일직일수 : 116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계
249 53(1) 52(3) 11 365

    ※ 내서는 공휴일과 겹치는 일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포함

6. 2011년도 농․축협 정원운용 기준

 가. 정원책정 기본원칙

   □ 조직규모, 업무량 및 수지전망 등을 감안한 중장기 경영계획에 의한 

정원책정․운용

 

 나. 정원책정 기준

  1) 총정원 기준

     □ 농․축협의 총정원은 붙임2(총정원 산정기준)의 농․축협별 유형 및 사업규모별 

유형에 의한 그룹별로 산정한 직원(비정규직 포함) 1인당 평균매출총이익, 

예수금평잔,  경제사업실적 기준에 의거 책정

  2) 5급․6급 정원

   □ '10년 5․6급 정원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신규사업 추진, 사업량 증가, 

경영수지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책정

  3) 기능직 정원

   □ 사료공장, 가공공장, RPC, APC, 농기계수리센터,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

의 전기, 기계, 냉동업무 등 당면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전문인력에 한하여 정

원책정

    ㅇ 신용업무 등 일반 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책정 금지



    ㅇ 운전기능직의 경우 대형화물차, 유조차 등 특수차량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책정․운용하되, 업무용승용차량, 소형화물차 등의 경우는 배제

    ㅇ 농축산물판매 기능직의 경우 매장규모가 300평 이상인 하나로마트의 정육, 

수산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 등에 한하여 반영

  4) 업무직 정원

   □ 업무직 직원은 계약직 정원과 합산하여 농․축협의 전체 5․6급 및 기능직 총 

정원의 30%이내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및 대농민 실익사업지원에 

필요한 경우 35%이내에서 운용가능 

     ㅇ 업무직 최대운용인원은 계약직 및 시간제업무보조원 총정원의 

30%이내에서 운용원칙. 다만, 동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직으로 기채용된 

직원은 자연감소시까지 예외인정(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절상가능. 단, 

계약직 및 시간제업무조원이 3명이하인 경우 1명만 운용가능)

  5) 비정규직 정원

   □ 계약직

    ㅇ 업무직 정원과 합산하여 농․축협 전체의 5․6급, 기능직 총정원의 30%이내 

운용원칙으로 하되, 대농민 실익사업지원에 필요한 경우 35%이내 운용 

가능

    ㅇ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 운용으로 계약직 추가운용이 필요한 경우 

5급이하 총직원의 35% 초과 가능. 다만, 초과운용직원의 경우 4급이상 

책임자 통할직원(5명당 1명 기준) 정원기준 직원수에서 제외

    ㅇ 소규모 지점․지소의 피탈․도난사고 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정원은정원외 반영 

가능

   □ 시간제업무보조원

     ㅇ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시간제업무보조원 운용예산범위 내에서 책정

 



4급이상 책임자 정원 책정기준

 ○ 4급이상 책임자정원은 5급이하 통할직원 현원의 5명이상당 1명 운용을 원칙으로 

책정<5급이하 통할직원 범위 : 정규직(일반직, 기능직 및 업무직)과 계약직 
직원을 포함>

  - 본소 전무, 지사무소장, 2000년 10월 10일 이전 전문직 4급 책임자로 승진한 

직원은 별도 운용

  - 5급이하 통할직원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절상 가능(다만, 지사무소의 경우 

5급이하 직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절상 불가)

 6) 4급 이상 책임자 정원

   □ 기본원칙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정원운용기준

 ○ 4급이상 책임자의 정원은 상위직급(간부직원 포함)의 정원이 하위직급의 정원 

초과책정 불가. 특히 본․지소별로 4급 책임자수를 초과한 3급 책임자 책정 금지

  - 4급 과장의 업무내용 및 책임도 등 변동없이 3급 정원반영 금지

  - 지사무소의 경우 4급 없이 중간책임자로 3급 책임자 책정 금지

  - 직급별인원의 산정은 본소와 지소를 구분하여 사무소별로 계산

  - 지사무소의 경우 사업실적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책임자를 책정하여 

사고예방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추진 도모

  ㅇ 3급이상 책임자 정원

    -  농축협의 직원 1인당(비정규직 포함)매출총이익이 소속그룹 

평균매출총이익(붙임3의2.가.)에 미달하거나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농축협은 동결(다만, 사업량 배치기준에 의한 전무 및 지사무소장은 제외)

  ㅇ 소규모 경제사업장의 정원 : 본소와 지사무소의 정원을 각각 구분 산정하되 

소규모 경제사업장(마트, 주유소, APC, RPC 등 독립회계를 운용하지 않는 

사무소)은 본소에 포함하여 정원책정

   □ 농․축협별 규모 및 사업실적 등에 의한 예외인정기준



   <신용사업부문 예외기준>

   ㅇ 예수금평잔 1,000억 이상 농․축협으로서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하는 경우 1명 

별도운용 가능

     - 신용지사무소 10개 이상 농․축협이거나 예수금평잔 3,000억 이상 농․축협은 

신용전문인력으로 추가 1명 가능

   <경제사업부문 예외인정기준>

   ㅇ 구매․판매사업 사업량 합계(하나로마트 실적 제외)가 120억원 이상인 

농․축협은 경제사업 책임자 1명 별도운용 가능

   ㅇ 농식품가공업무취급준칙(예) 제13조에 의거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등록된 

공장 중에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며 흑자공장으로 생산 및 

식품안전 전문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1명 별도운용

   <기타 예외인정기준>

   ㅇ 섬지역 등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본소와의 거리가 멀어 지사무소장이 

조합장의 역할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명 별도 운용 가능

   ㅇ 정년대기자, 1년이상 휴직자, 6개월이상 장기교육 및 타기관 파견직원은  

책임자정원 산정시 제외

   ㅇ 상기기준에 의하여 책정된 정원이 해당사무소별 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이 

인정하고 시도인사업무협의회가 의결(축협 및 품목농협은 지역본부장이 

인정하고 시도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정원조정 가능

 다. 간부직원 등 직급배치기준

  1) 전무 및 상무(지사무소장 포함) 배치기준

   □ 간부직원 등 배치기준(붙임2)상 사업량 등에 부합되게 배치 

  2) 상무직급 운용원칙
   □ 상무는 전무의 하위직급으로 책정 : 상무(지사무소장포함)는 전무의 

하위직급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전무직급과 동급운용 

가능

     ㅇ 합병전 본소가 지소로 되어 합병전 전무를 상무(지사무소장)로 운용 시

     ㅇ 지사무소의 사업량이 붙임2의 직급별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전년말 자본잠식(이월결손금 발생) 농․축협은 배치기준의 하위직급 운용



   □ 3급이상 배치사무소로 적자지사무소는 사무소장의 직급을 배치기준의 
하위직급으로 운용

  3) 본소 상무 운용수 

   □ 지역농협 등 정관례 제60조에 규정된 간부직원 정수이내에서 

간부직원배치기준(붙임2)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조직규모(과장이 배치된 

과수)에 따라 운용

    ㅇ 상무 1인 운용기준 : 5개과 이내 운용농․축협

    ㅇ 상무 2인 운용기준 : 6개과 이상 운용농․축협

   ※ 다만, 군단위 농협(지역농협) 또는 3개이상 합병 농․축협, 지사무소수가 5개 

이상인 농․축협은 추가 1명 운용 가능

   ☞ 팀장제를 적극 도입 활용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4) M급 상무운용기준

   □ M급 전무 배치기준 해당 농․축협 및 상임이사운용 농․축협으로서 전년도말 

기준 예수금 평잔 1,500억원이상이고, 경제사업량 합계가 200억원 이상 

농축협(읍․면소재지 농축협은 1,000억원 이상이고, 경제사업량 합계가 

200억원이상)은 본소 상무 1인에 한하여 M급으로 운용  

   □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경우 M급 상무 추가 1명 운용 가능

   □ M급 도입전 '09년도 농․축협 정원운용기준상 1급전무 배치 해당농․축협으로서 

2급 상무를 기운용중인 농․축협은 대상자 자연감소시까지 예외인정

   □ 본소 상무 직급은 해당상무의 관할 "과"수, 책임도,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직급별로 책정(일률적인 동일직급책정 금지)

 

 라. 정원책정시 유의사항

   □ 정원운용기준 준수 철저

   □ 3급이상 정원책정관련 유의사항



2011년도 농․축협 간부직원 등 배치기준

■ 본소 전무 배치기준

직급 직  급  별  배  치  기  준
사업량 기타 예외인정기준

 M급

○ 전년도말 기준 총 예수금평잔 
500

   억원이상이고 경제사업량 
합계가
   70억원이상인 농․축협
 - 다만, 경제사업량이 70억원 

이상인 농․축협은 경제사업량과 
총예수금평잔의 합계가 
570억원이상 농․축협

 

○ 3개이상 합병농․축협
○ 기타 시군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
   본부장이 인정하고 시도인사업무협의회
   에서 의결하는 농․축협(다만, 축협 및
   품목농협은 지역본부장이 인정하고
   시도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의결하는
   농․축협)

※ 각 시도인사업무협의회와 지역본부는
   농촌형․도시형 등 관내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본부 인정기준과 인사
   업무협의회 의결기준을 사전에 결정
   하여 적용
  (3년연속 종합경영평가 1등급 농․축협 등)

3급 ○ M급 배치대상외 농․축협
주) 경제사업량에 출하선급금의 기중평잔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지사무소 상무(지점장 등) 배치기준

직급 직  급  별  배  치  기  준

M급

○ M급 전무 배치기준 해당농․축협으로 전년실적기준 연간매출액이 다음 각1호에 
해당되는 경우

 - 공 판 장 : 200억원이상. 다만, 채소계 품목농협은 400억원이상
 - 가공공장 : 60억원이상. 다만, 김치․고추가루․음료류공장은 110억원이상
 - 미곡종합처리장(RPC) : 150억원이상
 - 하나로마트(파머스마켓) : 200억원이상
 - 지    점 
 ▶ 전년도말기준 예수금평잔과 경제사업량 합계가 600억원이상 지사무소  
 ▶ 기간지소(한시적 운용)  

주) 시도인사업무협의회 의결에 의거 예외로 M급 전무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농․축협은 배치 불가

직급 직  급  별  배  치  기  준

3급

○ 전년실적기준 연간매출액이 다음 각1호에 해당되는 경우
 - 공 판 장 : 100억원이상. 다만, 채소계 품목농협은 200억원이상
 - 가공공장 : 30억원이상. 다만, 김치․고추가루․음료류공장은 60억원이상
 - 하나로마트(파머스마켓) : 70억원이상 
 - 지점 : 예수금평잔과 경제사업량 합계가 200억원이상 지점(읍․면소재 지
   점은 100억원이상)

4급 ○ 3급 배치대상외 농․축협으로서 농․축협실정에 따라 결정

 주) 1. 축협 사료공장의 장장직급은 축협별 사업여건 및 사무소 수익 등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농산물 가공공장 기준 적용 배제)

     2. 3급이상 배치기준 지사무소로 적자인 경우 배치기준의 하위직급 운용

 



■ 영농지도직․여성복지직의 배치기준

직급 직  급  별  배  치  기  준

M급

○ 공통운용 기준
 - 전년도말 기준 총 예수금평잔 1,500억원이상이고 경제사업량 합계가 200억원이상인 

농협(다만, 읍․면소재농협은 1,000억원이상이고 경제사업량 합계가 200억원이상 
농협)으로 상임이사 또는 M급전무 운용 농협

 - 각 전문직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1명을 M급으로 운용가능. 다만 3개이상
   합병농협의 경우 영농지도직 1명 추가운용 가능  

○ 직렬별 기준
 ■ 영농지도직 기준
  o 전년말 기준 판매사업금액이 300억원이상인 농․축협으로서 영농지도 전담직원을 

5명이상 운용하는 농협

 ■ 여성복지직 기준
  o 전년말 기준 여성조합원수가 1천 5백명이상인 농․축협으로서 여성복지 전담직원을 

5명이상 운용하는 농협

 ※ 위 기준중 공통기준과 직렬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운용할 수 있음. 다만, 
공통기준에 부합하고 인력운용상 타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M급 전문직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고 시도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예외운용 가능(예외인정의 경우에도 상위직과 하위직의 직급간 배치기준 필수 준수)

3․4급 ○ 정원운용기준(상위직과 하위직의 배치기준 등)내에서 해당직의 업무량, 책임도 등을 
감안하여 농협에서 결정



농․축협 총정원 산정기준

1. 유형 및 사업규모별 분류기준

 가. 분류기준

  ㅇ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축협, 인삼협으로 구분

  ㅇ 지역농협(981개)은 입지유형별로 대도시형(57개), 중소도시1형(55개), 

2형(42개), 준농촌형(133개)와 농촌형(694개)으로 구분

   - 농촌형은 예수금 평잔과 경제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9개 유형으로 구분  

<농촌형 지역농협의 신용 및 경제사업실적기준 분류유형>

(단위 : 개, %)   

구 분
경제사업

계
100억 미만 100억~300억 300억 초과

예수

금

평잔

400억 미만 58(Ⅰ형) 146(Ⅱ형) 11(Ⅲ형) 215(31)

400억~1000억 44(Ⅳ형) 242(Ⅴ형) 79(Ⅵ형) 365(52)

1000억 초과 4(Ⅶ형) 43(Ⅷ형) 67(Ⅸ형) 114(17)

계 106 431 157 694(100)

 나. 사업부문별 평균인원 산정기준

   ㅇ 사업부문은 신용(공제포함), 경제, 지도관리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 

평균인원은 '09년도  농․축협의 매월별 종사인원에 의거 평균인원 산정



<입지유형 및 사업규모별 평균인원 통계>

구  분

(  )는 농축협수

평균인원  

신용(공제포함) 경제 지도․관리 계

정규
비정규

포함
정규

비정규

포함
정규

비정규

포함
정규

비정규

포함

지

역

농

협

Ⅰ형(58) 5.0 5.3 6.1 7.6 3.4 3.5 14.6 16.5

Ⅱ형(146) 5.7 6.1 8.6 11.5 3.8 3.9 18.5 21.9

Ⅲ형(11) 5.6 5.9 11.3 17.8 4.4 4.4 21.8 28.5

Ⅳ형(44) 9.2 10.0 6.6 9.3 4.8 4.9 20.7 24.2

Ⅴ형(242) 10.2 10.9 12.3 16.9 5.8 6.0 28.8 34.3

Ⅵ형(79) 11.4 12.2 20.1 27.7 8.1 8.3 40.2 48.9

Ⅶ형(4) 16.6 21.2 8.1 9.9 8.1 8.8 32.8 39.9

Ⅷ형(43) 21.4 23.2 14.1 22.9 10.7 11.1 46.7 57.7

Ⅸ형(67) 30.1 32.0 31.0 49.6 17.6 18.5 80.3 101.4

준농촌형(133) 19.9 22.1 16.3 27.0 9.5 10.0 46.8 60.2

중소도시1형(55) 45.5 49.3 21.6 45.0 17.3 18.9 85.8 114.6

중소도시2형(42) 67.4 70.7 21.1 35.3 25.7 26.5 115.3 133.7

대도시형(57) 66.5 74.4 11.5 25.0 22.5 23.6 100.5 123.1

품목농협(46) 19.8 22.9 21.8 30.3 12.0 12.5 54.4 66.5

지역축협(118) 30.5 34.0 21.8 37.4 15.1 17.4 69.3 90.6

품목축협(24) 36.1 42.1 84.6 112.8 27.8 30.5 151.6 188.3

인삼협(12) 4.4 6.5 8.3 22.9 4.6 5.1 18.1 35.3

평균 21.3 23.4 16.9 26.4 10.5 11.2 49.6 61.7



<1인당 평균 매출총이익 및 사업실적>

 가. 사업부문별 1인당 매출총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  )는 농축협수

신용(공제 포함) 경제 총인원대비매출총이익
신용종사인원 총인원 경제종사인원 총인원
정규 비정규포함 정규 비정규포함 정규 비정규포함 정규 비정규포함

지
역
농
협

Ⅰ형(58) 226 214 77 68 94 76 40 35 103
Ⅱ형(146) 249 230 76 64 112 85 52 44 108
Ⅲ형(11) 239 226 62 47 152 97 79 60 107
Ⅳ형(44) 262 242 117 100 76 54 24 21 120
Ⅴ형(242) 254 239 90 76 89 65 38 32 108
Ⅵ형(79) 248 232 70 58 111 81 56 46 104
Ⅶ형(4) 321 252 163 134 55 45 14 11 145
Ⅷ형(43) 284 261 130 105 102 65 32 26 131
Ⅸ형(67) 245 229 92 72 117 73 45 36 108

준농촌형(133) 247 222 105 82 104 63 36 28 110
중소도시1형(55) 214 198 114 85 154 74 39 29 114
중소도시2형(42) 242 231 142 122 101 60 18 16 138

대도시형(57) 236 211 156 127 131 60 15 12 140
품목농협(46) 170 147 62 51 180 129 72 59 109
지역축협(118) 169 152 74 57 177 103 56 43 100
품목축협(24) 150 129 36 29 199 150 111 90 118
인삼협(12) 177 120 43 22 255 92 117 60 82

평균 227 207 98 78 132 84 45 36 114

 



나. 직원 1인당 예수금평잔 및 경제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는 농축협수

예수금평잔 경제사업실적

신용종사인원 총인원 경제종사인원 총인원

정규
비정규
포함

정규
비정규
포함

정규
비정규
포함

정규
비정규
포함

지

역

농

협

Ⅰ형(58) 5,270 4,974 1,797 1,584 1,159 932 488 430
Ⅱ형(146) 5,569 5,149 1,701 1,438 1,894 1,425 884 747
Ⅲ형(11) 5,535 5,227 1,428 1,088 3,327 2,119 1,730 1,319
Ⅳ형(44) 6,402 5,928 2,854 2,440 1,124 799 359 307
Ⅴ형(242) 6,128 5,754 2,169 1,825 1,573 1,147 670 564
Ⅵ형(79) 6,011 5,614 1,700 1,400 1,994 1,447 998 822
Ⅶ형(4) 7,805 6,118 3,953 3,247 981 803 242 199
Ⅷ형(43) 7,533 6,932 3,452 2,792 1,437 889 435 352
Ⅸ형(67) 6,459 6,060 2,417 1,914 1,690 1,058 653 517

준농촌형(133) 6,834 6,137 2,902 2,257 1,698 1,027 591 460
중소도시1형(55) 6,598 6,080 3,498 2,617 1,677 804 422 316
중소도시2형(42) 7,395 7,045 4,321 3,725 1,269 757 232 200

대도시형(57) 8,266 7,382 5,468 4,466 1,515 700 174 142
품목농협(46) 5,309 4,601 1,934 1,583 2,618 1,903 1,058 866
지역축협(118) 5,623 5,043 2,474 1,893 2,815 1,643 887 679
품목축협(24) 5,986 5,144 1,427 1,149 2,109 1,582 1,177 948
인삼협(12) 5,013 3,410 1,227 630 1,731 628 794 408

평균 6,688 6,103 2,878 2,310 1,906 1,220 650 552

 <총정원 산정을 위한 1인당 매출총이익, 

예수금평잔 및 경제사업실적 적용방법>

  ㅇ 총직원(비정규직 포함)에 의한 매출총이익 그룹평균은 위 2의 가. 1인당 

평균매출총이익중 "총인원대비매출총이익(비정규직 포함)"을 적용

  ㅇ 신용종사직원(비정규직 포함) 1인당 예수금평잔과 신용매출총이익에 대한 

그룹평균은 위 2의 가. 나. 해당부분을 적용(예수금평잔은 2의 나. 

예수금평잔중 신용종사인원(비정규직 포함)/ 매출총이익은 2의 가. 매출총이익 

중 "신용종사인원(비정규 포함)을 적용)

  ㅇ 경제사업 종사직원(비정규직 포함) 1인당 평균 경제사업실적과 

경제매출총이익에 대한 그룹별 평균은 2의 가.나.의 해당부분을 

적용(경제사업실적은 2의 나. 경제사업실적중 경제사업종사인원(비정규직 

포함)/ 매출총이익은 2의 가. 경제의 "경제종사인원(비정규포함)을 적용)

   ※ 위 표의 굵게 된 계수를 적용하며 신용․경제사업의 총인원 부분과 



평균인원통계는 신용․경제․지도관리부문간 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비정규직 

인원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