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요약본>

2020년� 5차� 정기총회
2020. 3 .31 (화) 오후 2시,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사무실

우리동네의원�운영시간

월� � 금� 9시� ~� 6시� (동절기� 9시∼5시30분)�

� � � � � � 토�9시∼12시

매월�마지막주�토요일은�휴무

충남�홍성군�홍동면�홍동길� 194

(금평리�상하중�마을회관�건너편)

의료조합�연락처�

의원� 041)� 6343223

조합� 070-4422-6769

팩스� 041)� 634-3224

블로그� hoonoon.tistory.com

밴드� band.us/@hsmedcoop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smedcoop

페이스북� facebook.com/hsmedcoop/

이메일� hsmedcoop@gmail.com



인사말

존경하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방송뉴스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몇 명이니 마스크 구입 대란
이니 조용한 날이 없고, 언제 홍성에도 환자가 발생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아시
다시피 2월 29일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
다. 언제 코로나19 위협이 끝나고 집회가 허용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총회를 
미룰 수 없기에 부득이 서면을 중심으로 총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2015년, 수년의 준비 끝에 325명이 4,100만원을 모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조합과 우리동네의원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의 열악

한 의료복지 상황을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여러분께서 힘

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조합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의 2/3가 모여 조직변경을 승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조직변경 

총회를 열 수 없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직변경 시기는 조금 늦추게 되었지만, ‘스스

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작년 8월, 의원 앞에 있는 논 830평을 9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한 바 있
습니다. 목적은 조합원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갑자기 구입하다보니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2
천여만원과 목적후원금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고, 현재 부채로 남아있
는 실정입니다. 2년 전, 개정된 생협 출자금 기준(사협 기준과 같은 1억)을 충족하기 위해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불과 한 달 여 만에 모아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힘을 모아주시는 조합원 여러
분이 계셔서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출자금 모금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작년에 여러 가지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합원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올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전처럼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
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입한 농지에 어떤 모양의 시설이 우리에게 적합할 것인지도 공부하며 연구
하고 있습니다. 올 해 우리 조합 슬로건은 “‘모든 조합원이 1년에 한 번 이상’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조

합재정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에 참여하고, 조합사업에 기여하자”입니다. 우리 조합의 가장 큰 저력은 조

합원의 참여와 협동임을 기억해주시고, 마을복지위원회와 마을건강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건강증진 소
모임과 조합 활동에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오랜
만에 만나 웃고 떠들며 총회를 개최하고 싶지만, 서면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점 다시 한 번 널리 양
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0년에도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함께 건강하고 화목하시길 기
원합니다. 

2020년 3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이사장 채승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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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의안 2019년� 감사보고서 � 승인의� 건

일 시 : 2020년 2월 11일 (화) 저녁 7시

장 소 :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사무실

참 석 : 정해일 감사, 배지현 감사, 최문철 사무국장, 김관숙 회계담당, 조모세 조합부직원

내 용 : 2019년 사업 및 결산 감사

[감 사 의 견]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2019년에는 3,664만원을 지원받았고, 2020년에는 2,600만원을 지
원받을 예정이며,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19만원을 지원받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사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정기후원 (29명/1,417만원), 목적후원 (2명/4,000만원)으로 총합 5,417만원을 후원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순
재산액이 출자금 총액(1억 580만원)보다 많아졌고, 552명의 조합원이 모였으므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최소기준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교통이 열악하고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 필요한 방문 진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사업부에서는 홍동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르신문화교실을 운영해 매주 20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어르신
들의 요청으로 한글교실도 열게 되었습니다. 

4. 조합원 여러분의 후원과 풀무재단의 후원을 받아 땅을 구입하였고, 홍성우리마을돌봄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
다. 이로서 노인 돌봄을 포함해 지역에 필요한 농촌형 의료조합의 새로운 모델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했습니다. 

5. 우리동네의원을 찾는 분들이 점차 늘어 작년대비 8%증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 사 총 평]
2019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하여 의료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우리동네의원 옆에 땅을 매입하였
으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농촌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조건(순재산액≥출자금 총액)을 충족시키고, 땅을 구입하
는데 십시일반 후원으로 힘과 뜻을 모아 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단단한 조합운영
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체계를 만든 조합사업부와 최저인건비에 준하는 임금체계로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사업부 
일꾼들도 고맙습니다.
2020년에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과 어
려움이 예상되지만, 지혜롭게 균형을 잘 잡아 운영해 나가기 바랍니다. 보다 커진 몸집으로, 원래 하고자 했던 
지역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에너지를 내어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몸집을 유지하느라 
급급하지 않는 지혜를 당부합니다.

2020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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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의안 2019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 승인의� 건

(1) 2019년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조합원 / 출자금 / 후원 / 우리동네의원 이용현황 보고

조합 조합원 신규 탈퇴 출자금�총액 신규 증좌 반환 출자전환 후원전환

2018년 563명 59명 5명 102,397,000원 672만원 1,524만원 30만원 - -

2019년 573명 24명 14명 105,800,000원 140만원 343만원 120만원 25만원 23만원

후원 후원�소계 일반후원 정기후원 일시후원 목적후원 목적후원 월평균후원

2018년 13,922,650원 13,922,650원 - - - - 116만원

2019년 54,174,000원 14,174,000원 29명 7명 4,000만원 2명 118만원

동네의원 이용자수 이용횟수 조합원이용 챠트번호 운영일 방문진료 영유아검진 만성질환 금연진료

2018년 1,354 5,908 69% 1,962 - - 63 - 117

2019년 1,464 6,335 71% 2,294 21,9 35 70 37 20

(2) 2019 조합 슬로건과 주요 사업

슬로건 세부�전략에�대한� 실행과�평가

단단한

조합

믿고�의지할�수�있는� 나의� 주치의:� 5년차� 의료진� /� 방문진료� /� 구석구석건강교실

실속�있는�살림살이:� 주민참여예산으로�어르신문화교실�운영� /� 사회적기업�인증과�재정지원

서로를�잇는�연결고리:� 밴드,� SNS,� 마실통신�활성화� /� 돌봄공간�부지마련

활발한

참여

조합원�교육:� 우리동네�건강동심원을�바탕으로�생활건강교실�운영� /� 협동조합�공부� 미흡

소모임�활성화:� 겨울철�걷기모임과�허리건강실천단�지속,� 산행모임�신설� /� 소모임�활성화�미흡

자원봉사�활동:� 어르신�문화교실과�한글교실�자원봉사� /� 조합원�자원봉사활동�미흡

우리조합은� 2016년� 천명이�모이는�조합(누적인원� 975명),� 천명을�돌보는�의원(챠트번호� 1122번)으로� 시작하여�

� � � � � � � � � � �2019년에는�한�해�동안� 조합� 활동에� 2,916명이� 모였고,� 1,464명이�의원을�이용하였습니다.

마을주치의 구석구석건강교실_27개�마을,� 7개� 단체� /� 노인�그룹홈�촉탁의� /� 마을맞춤건강교실_개월

어르신돌봄 어르신문화교실� ‘내� 나이가�어때서’� /� 농한기문화교실_김애� /� 한글교실

건강소모임 건강산행� /� 허리건강실천단� /� 걷기소모임

건강교실 주민생활건강교실� /� 농한기건강교실_종현� /� 개월마을�맞춤형�건강교실

마을복지위원회 격주�공부모임� /� 노인돌봄공간�구상�열린모임,� 커뮤니티공간�사례공유회

민주적인의사결정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임직원(연수)회의� /� 총회

대외협력 의료사협�연합회� /� 주민자치회,� 거점사업,� 건강도시� /� 우리마을발표회,� 복지세미나�등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 /� 일자리지원사업�재심사�통과� /� 시설장비�지원사업� /� 재정지원사업�

돌봄공간�마련 영농조합�설림,� 돌봄공간용�부지구인(의원앞�논� 83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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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의안 잉여금� 처리(안) � 승인의� 건

당기순이익 52,421,247원으로 전기결손금 48,104,056원을 모두 충당하고, 남은 이익잉여금 

4,317,191원을 정관에 따라 법정적립금으로 44만원, 사회적목적 적립금으로 260만원, 

임의적립금으로 1,277,191원을 각각 적립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제5(당)기 제4(전)기 손익계산서 제5(당)기 제4(전)기

유동자산 73,833,406 47,435,590 매출액 183,100,010 165,899,930

비유동자산 99,352,200 7,457,134 매출원가 66,739,284 60,954,858

자산총계 173,185,606 54,892,724 매출총이익 116,360,726 104,945,072

유동부채 13,068,415 596,780 판관비 127,576,913 130,329,311

비유동부채 50,000,000 0 영업손실 11,216,187 25,384,239

부채총계 63,068,415 596,780 영업외수익 64,778,069 30,349,985

자본금 105,800,000 102,400,000 영업외비용 1,070,980 1,017,270

이익잉여금 4,317,191 -48,104,056 법인세차감전 52,490,902 3,948,476

자본총계 110,117,191 54,295,944 법인세 69,655 17,780

부채및자본총계 173,185,606 54,892,724 당기순이익 52,421,247 3,930,696

4호�의안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 승인의� 건

아직 조직변경 이전입니다만, 우리 조합이 나아갈 방향이므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준하여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조합이 바라는 우리 
지역의 모습(지역 비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도달하고자하는 우리 
조합의 모습(조합 비전)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

이름 홍성우리마을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미션(역할)
적극적인 

지역 사회참여

신뢰와 실력을 

가진 일차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하는 농+촌 복지

살핌을 촉진하고 

보살핌을 연결하자
건강한 협동조합

* 2020 우리조합 슬로건

모든�조합원이

1년에

한�번�이상

동네의원을�이용하고
주치의� 진료,� 건강상담,� 물리치료,� 만성질환관리,� 금연,�

영유아검진,� 예방접종,� 자동차적성검사,� 인바디검사,�

조합재정을�지원하고
정기후원,� CMS,� 목적후원,� 증좌

신규조합원으로�가입하거나�초대

건강증진에�참여하고
걷기모임,� 등산모임,� 건강실천단

자조모임�등� 신규�소모임�개설

조합사업에�기여하자
노인돌봄,� 마을방문,� 건강증진�사업에�자원봉사

이사회,� 총회,� 마을건강/마을복지/교육홍보�위원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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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

미션1. 적극적인 지역 사회참여
전략1.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전략2. 다양한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한다

주요

사업

주민조직참여(주민자치회와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 등)

홍성군 건강도시 파트너(보건소)

지역자원 연계(마실통신_마을활력소, 마을방문_여농센터)

미션2. 신뢰와 실력을 가진 일차의료
전략 2.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관계 맺을 수 있는 의료진/주민주치의

전략 3. 마을과 주민의 상황을 반영하는 마을주치의

전략 4.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

주요

사업

주민주치의 (물리치료, 금연, 영유아검진, 예방접종, 자동차적성검사, 만성질환관리)

마을주치의 (마을회관/가정/단체/돌봄기관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정규시간 편성)

건강증진과 예방(조합원 건강점검 리스트 만들기, 월별 건강소식)

치료와 재활(건강지도 제작과 지역 의료자원 활용, 타보건의료기관과 연계방안 마련)

미션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하는 농+촌 복지
전략5. 당사자를 중심으로 돌봄의 관계와 공간, 활동을 만들기

전략6. 일차의료와 마을복지를 연계하는 접근

전략7. 마을이 돌봄의 중심이 되도록 돕는다.

주요

사업

마을복지위원회 활성화 / 노인돌봄 활동(어르신문화교실, 한글교실)

돌봄공간 조성(추진계획 마련과 재원 확보 / 조합원 열린모임기획 / 공부모임 지속)

마을방문(구석구석 8개 마을회관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방문)

미션4. 살핌을 촉진하고, 보살핌을 연결하자

전략8.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조합원 활동

주요

사업

마을건강위원회 활성화 / 건강실천단(온오프라인 / 6주간 매주 만나서 교육과 건강체크)

자조모임 지원(노인, 장애인, 암환우 등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조직화)

건강소모임(걷기모임, 산행모임) / 마을방문(건강지킴이와 건강반 조직)

조합원 건강점검 리스트와 건강지도 제작(일차의료사업과 협업)

미션5. 건강한 협동조합 만들기
전략9.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활한 소통과 공유, 자원봉사 활성화, 적극적인 홍보, 협동조합 교육

전략10. 후원확대와 실속 있는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주요

사업

교육홍보위원회 활성화 / 미디어와 SNS 활용(밴드, 문자, 인스타와 페북, 블로그와 마실통신)

조합 홍보(의료사협 조합 홍보물 제작, 동네의원 활용법 안내)

조합원 교육(조합원 교육자료와 지침서 개발, 조합원 교육, 마을방문과 연계)

자원봉사(자원봉사 소모임 개설, 조합원이 참여하기 쉬운 활동, 공간 개발)

후원 확대(목적후원과 CMS정기후원)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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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예산대비 결산(안) /  2019 결산대비 2020 예산(안)

관 항 목 적요 2019년예산 2019년� 결산 백분율 2020년�예산 19년대비증감액

수입

사업

진료소수입 진료수입 177,820,000 183,632,030� 103% 200,000,000 16,367,970

조합사업수입 여농연계사업외 8,000,000 � 9,941,970� 124% 10,000,000 58,030

출� � 자� � 금 3,400,000 � 3,630,000� 107% 5,000,000 1,370,000

후원금
조합원 14,400,000 � 13,994,000 97% 20,000,000 -33,994,000

풀무재단,이사장 � 40,000,000� �

보조금 지원보조금 일자리지원금외 47,462,720 � 46,297,370� 98% 37,900,000 -8,397,370

대출금 장.단기� 대출금 하나,풀무신협 80,000,000 � 80,000,000� 100% -� 0

잡이익 이자외 은행이자�외 130,000 � 75,542� 58% 50,000 -25,542

수� � 입� � 합� � 계 331,212,720 377,570,912� 114% 272,950,000 -24,620,912

전기� 이월금 32,771,300 32,771,300� 100% 53,088,696

전기�이월금� +� 당기� 수입�합계 363,984,020 410,342,212� 113% 326,038,696

지출

급여 인건비 직원급여외 135,400,000 131,361,150� 97% 175,400,000 39,238,850

관리비 의약품비 약품구입비외 72,950,000 78,783,632� 108% 80,650,000 1,866,368

일반관리비 관리비 36,920,000 34,036,534� 92% 34,320,000 1,037,246

단기차입금 일부상환 -� 0 20,000,000� 10,000,000

차량구입 카니발(중고) -� 0 572,200� -� 0

출자금 영농조합출자금 92,500,000 92,500,000� 100% -� 0

지� � 출� � 합� � 계 337,770,000 357,253,516� 106% 300,370,000 -56,883,516

차기� 이월금 26,214,020 53,088,696� 25,668,696

5호�의안 차입금� 한도액 � 승인의� 건

조합운영과 사업을 위해, 긴급한 필요시 신청할 수 있는 차입금의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조합 정기후원(CMS) 안내
조합의 다섯가지 미션을 빠짐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CMS 정기후원을 신청해주세요.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보태주신 후원금은 건강을 지키는 예방활동, 
건강교실, 방문진료, 돌봄사업 등 다양한 조합활동을 펼치는 바탕이 됩니다. 시간과 재능, 노
력을 후원해주시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조합부에 알려주세요!

후원금 납입계좌  신협 131-017-942304  농협 351-0850-9108-93 (예금주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조합원 밴드 band.us/@hsmedcoop를 활용해주세요. 

조합과 동네의원이 소식을 공유하고,

조합원 여러분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재밌고 건강한 소식이 가득한 밴드를 함께 만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