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월 1일 목요일 제19731호 �
농수산

�코스피 196179 (298) 금리 287% (000)

�
코스닥55934 (+237)

�
환율 103320원 (+260)

어렵게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짓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과 부채가 증가하면서 손에 쥐는 실질소득은 거

의없는상황이되풀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

르면지난해농가소득은평균 3452만원으로늘었지만

농업경영비가 가구당 2061만3000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률이 낮아지

는 등 농가가 농사로 벌어들이는 소득 구조는 악화됐

다

농업총수입에서경영비를빼고이를총수입으로나

눈 농업소득률은 327%에 불과했다 2010년 37%

20112012년 331%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1000만

원을 벌어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327

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농업소득이 높아졌지만

경영비가그이상으로증가한탓에 빛좋은개살구가

된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농기자재와 유류사료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다 전체 농

가의절반이상이경지면적 1미만의소규모개별농

가단위경영을하고있어비용절감에한계를보이고

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하고있다

자산은줄고 부채는늘어농사만으론힘들다

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농업경영비만이 아니다 지

난해농가가보유하고있는자산은가구당평균 4억58

만원으로 2012년 4억787만2000원에 비해 18% 감소

했다 토지건물비품 등 고정자산은 3억3012만3000

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으나 유동자산이 7045

만8000원으로 28%나줄었기때문이다

자산감소를가져온또다른이유는부채의증가다

가구당 부채는 2736만3000원으로 2012년에 견줘 0

4% 증가했다 특히농업용이아닌가계용부채가 772

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0%나 늘어나며 전체 부

채증가의주요인으로작용했다 겸업용등기타부채

의증가율도114%에달했다가계지출이많아진것도

부채증가의한요인이됐다 지난해농가는가구당평

균 3026만4000원을 사용했다 전년 대비 101%나 늘

어난수치다 연금및사회보험납부금등비소비지출

이 많이 증가한 탓이다 소비 지출은 2418만4000원으

로 전년에 비해 84% 증가했지만 비소비지출은 608

만원으로 175%나급증했다

전업농겸업농소득차전남농가소득평균이하

농촌이농사만으로는먹고살기힘들다는지적은전

업농과 겸업농의 소득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전업농의 소득은 가구당 평균 2686만4000원으로 1종

겸업(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은 경우)농가 3905

만4000원 2종겸업(농업수입이농외수입보다적은경

우) 농가 4297만5000원보다 각각 312% 374% 낮았

다 전업농이란연간 30일이상농사이외의일에종사

한가구원이없는농가를말한다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지난해

제주도 지역 농가들의 평균 소득은 4164만원으로 전

국에서 유일하게 4000만원을 넘겼다 반면 농도인 전

남과 전북은 각각 3385만8000원과 3086만9000원을

기록 평균(3452만4000원) 이하로 저조했다 소득이

가장적은지자체는경남으로 2994만6000원에불과했

다

이와 관련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절실하다는지적이다

전문가들은농기계구입비용을줄이기위한농기계

임대사업소농기계은행의 확대 공동 영농과 규모화

를 통한 생산비 절감 정책자금 금리 인하 각종 직불

제의 확대 등을 통해 생산비는 줄이고 소득은 높이는

구조를정착시켜야한다고입을모은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작

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밭 고정직

불제 도입을차질없이추진해야하며 전체농업정책

자금(2013년 말현재 24조3000억원) 중 고정금리(3%)

자금비율이58%나되는만큼이를낮춰야한다고강

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지난달부터시중

에 판매 중인 꼬막 바지락 진주담치와

같은 패류와 피낭류(미더덕 등)의 독소

검사를 시행한 결과 177건 모두 안전한

것으로확인됐다고지난 30일밝혔다

패류독소는매년 3월부터 6월까지남

해안을중심으로검출된다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대부분 자연소멸한다

패류독소에중독되면섭취후 30분이

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나타나며심한경우근육마

비호흡곤란으로이어진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안

정적정착과무제초제농업실현을위해

지난해보다 1만3000 늘어난 9만3000

까지 새끼우렁이 농법을 확대해 지원

한다벼논에제초제를사용하지않아생

태환경 유지보전 및 친환경 유기농 인

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새끼우렁이 보조지원 농가 공급분에 대

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내 업체에서 생산

한새끼우렁이를공급하도록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에도 22개 시군 8

만 새끼우렁이농법을 실천해 일반 합

성 제초제에 비해 노동력 절감과 40

50%의제초비용을절감하는성과를거

뒀다 써레질 직후 10a당 12(1200마

리)을 논에 넣어 주면 99% 이상 제초효

과가 있어 노동력 절감 일반 제초제 대

비 비용 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있다는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최근양파의과잉생산으로가격이하

락하면서정부가안정화대책마련에나

선가운데올해양파재배면적이역대최

대수준인것으로집계됐다본격수확기

를앞두고추가가격하락이예상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양파

마늘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산양파재배면적은2만3908ha로

2013년산 2만36ha보다 193%(3872ha)

증가했다

관련통계가시작된이래역대최대수

준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양파 수확량

이 213%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자

이후농가들이생산량을늘린탓이다

거기다 대체작물인 마늘의 가격 하락

과마늘파종기에잦은강우로마늘농가

가양파를정식했기때문이다 마늘보다

양파생산비가적게드는이유도있다

시도별 양파 재배면적은 전남이 1만

2080ha로 가장 많았고 경남(5294ha)과

경북(2602ha) 전북(1654ha) 순이다 이

들4개지역이전국의905%를차지했다

양파가격은 하락세에 있다 도매가격

기준 1kg상품의가격은이달 633원으로

1월 810원 2월 774원 3월 687원에이어

하락추세가이어졌다 전년동월대비로

는 70%이상급락한수준이다

반면 양파와 대체작물인 마늘의 재배

면적은큰폭으로감소했다

2014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만5062

ha로 전년 대비 146% 줄었다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늘

대신다른작물로전환한경우가많았다

시도별 마늘 재배면적은 전남(7374

ha) 경남(5538ha) 경북(3863ha) 제주

(2980ha) 충남(2505ha) 순으로 나타났

다 이들 5개 지역이 전국의 888%를 차

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627일 중국 산둥

성 칭다오에서 선인장 등 국산 다육식물 판촉행사를 열

었다고지난 30일밝혔다

다육식물은 선인장 등 체내에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식물을뜻하며주로사막이나높은산등수분이적고건

조한지역에서자란다

이번 박람회는 칭다오에서 6개월간 열리는 세계원예

박람회개막일에맞춰 개최했으며국산다육식물 100여

종을중국소비자에게선보였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중국의 주요 소비시기인 9

월을 앞두고 꾸준히 국산 다육식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농업소득늘어도농가생활은 팍팍

본격적인영농철을앞두고지난29일완도노하도를찾은농협전남지역본부농기계순회수리봉사단이경운기

등농기계를점검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제공

농기자재사료인건비지속상승

경영비부채증가로수익구조악화

지난해실질소득 32% 불과

농기계임대등비용절감대책시급

꼬막바지락안심하고드세요

식약청 177건검사 안전

새끼우렁이농법늘린다

또양파대란오나
재배면적전년보다 19% 증가마늘은 15% 감소

전남도 9만3000로

aT 中 칭다오서국산다육식물판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692만4000

1712만3000
1770만4000

1846만1000

2061만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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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