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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및영농승계를

위한제도적보완

증여세및상속세등

세금부담경감조치

승계인력육성및지원

증여및상속에대한

법률절차의간소화

전체 승계자확보 승계자미확보

축산농가의원활한영농승계를위한선결과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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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

어서장기적 차원의 영농승계 활성화대

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산

농가의 영농승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을경우축산생산기반약화등으로머

지않아큰위기를맞이할수있다는분석

이나왔기때문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지난 5월전국축산

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고령

화에따른영농승계및승계계획에대한

조사를실시한결과 2013년 기준축산농

가 경영주의 고령화율은 443%로 나타

났다고 13일밝혔다

고령화율은전체인구중에서 65세 이

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령인구

비율에 따라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고령사회 20% 이상은초고

령사회로 각각분류된다 축산농가 고령

화율은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22%보

다 36배 농업분야의고령화율 368%보

다 12배높은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에서도 확인된다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분석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축산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율은 40%가 넘어 이미 초고령화단계에

진입했으며 특히 산란계(492%) 육계

(485%) 한우(455%) 오리(409%)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고령화 비율이 높

았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고령화에 대비한

영농 승계자 확보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승계자확보여부를묻는

질문에는 506%가 확보됐다고 밝힌반

면 494%는 확보되지않았다고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78%는 승계계획이 없

다고밝혀고령화준비가미흡한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축산관련자산처리방법에대

해서는 응답자의 472%가 축산을 계속

할자녀에게물려주겠다고답했다 승계

자가확보된축산농가의경우 80%가 축

산을계속한자녀에게물려주겠다 승계

자가미확보된축산농가는 잘모르겠다

(27%) 매도하겠다(258%) 상속하지

않겠다(236%) 다른사람에게 위탁하겠

다(67%) 순으로답했다

영농승계 계획시 어려운점으로는 증

여세상속세 등 세금부담 문제(180%)

축산분야가업승계에대한제도적미비

(144%) 증여상속에대한법률절차및

지식부족134%) 등을꼽았다

승계자가 확보된 축산농가는 증여

세상속세 등 세금부담 문제(202%)

승계자가 미확보된 축산농가는 자녀

들이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전혀 없다

(177%)는 점을 가장 큰 애로로 지적했

다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영농승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증여세상속세

등의 세금부담 경감조치가 선결과제라

며 승계자가 확보된 농가와 승계자가

확보되지않은축산농가를구분한후맞

춤형 지원전략을 추진해야 가업승계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고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초고령축산농절반후계자없다

축산농가의고령화정도가심각한수준이어서장기적관점의영농승계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한축산농민이축

사에서송아지에게볏짚을먹이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65세 이상 443% 고령화심각

기반붕괴위기승계대책시급

증여상속세등세금경감필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추석을앞두고벌초가어려운출향민들

이나노인들을대신해산소관리대행서

비스를한다고 13일밝혔다

이 서비스는전남지역 22개 시군 92

개지역농협에서신청받아지역내마을

청년회나 영농회를 연결해 이뤄진다

대행 비용은 차량진입이나 작업내용

위치등에따라 5만12만원선이다 농

가소득증대와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이용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벌초가 끝난 묘소

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

리고 벌초 대행 외에도 석물을 설치하

거나 봉분을 다시 높이거나 잔디를 새

로 입히는 사조작업 이장 가묘 조경

서비스등도병행해실시한다

박종수 본부장은 정직과 신뢰로 자

신의 조상 묘를 벌초하듯 온 정성을 기

울여농협을이용한벌초대행서비스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는 농

외소득을올리고신청인은벌초와고향

도 도울 수 있어 일석이조인 만큼 적극

적인이용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농협장례지원단 홈페

이지 (wwwjangraecokr)를 통해 해

당지역 농협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289713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농협이추석명절을앞두고벌초대행서비스신청을받고있다지난해산소벌초대행서비스모습 농협전남본부제공

추석맞이벌초전화한통화면끝

농협전남본부대행서비스

대행비용 5만12만원선

지난6월전남의어업생산량이전년에비

해크게감소했다하지만이같은감소에도

불구하고여전히전국대비점유율은가장

높아국내최대어도자리를고수했다

호남통계청이최근발표한 6월 전남어

업생산량동향조사 자료에따르면지난 6

월 전남의 어업생산량은 6만9178t으로 전

년 동월(13만4169t)에 비해 무려 6만4991

t 484%의큰감소를보였다

이는 천해양식어업이 지난해 6월 12만

2589t에서 올해 6월 5만7981t으로 527%

(6만4608t)나줄어든것이가장큰이유다

일반해면어업 26%(1만1134t→1만848t)

내수면어업 222%(446t→348t)이 각각 감

소한것도영향을미쳤다

천해양식어업의주요감소어종은다시

마류 593%(7만624t) 미역류 807%(92t)

등이었고증가종은톳 9024%(5234t)홍

합류 1698%(552t) 전복류 601%(327t)

등으로집계됐다일반해면어업의경우주

요감소어종은바지락 903%(963t) 병어

류 700%(967t) 아귀류 434%(89t) 갑오

징어류 457%(79t)붕장어 227%(47t) 조

피볼락 344%(42t) 낙지류 324%(166t)

등이었다 주요 증가 어종은 멸치 424%

(728t) 젖새우류 509%(635t) 갯장어

1333%(136t) 민어 889%(56t) 등이었다

내수면어업의 주요 감소 어종은 메기

976%(40t) 뱀장어 140%(44t) 미꾸라지

786%(22t) 등이었고 주요 증가 어종은

큰논우렁이 250%(3t)였다

전남은 지난 6월 어업생산량 감소에도

불구 전국 생산량의 530%를 차지해 여

전히국내최대어업생산량을유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월 전남어업생산량작년비반토막

다시마미역양식크게줄어전국점유율은여전히 1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

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근절을위해 8 9월 두차례에걸

쳐집중단속을펼친다

이를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

명과소비자단체회원등으로구성된명예

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투입한다

필요에따라유관기관과의합동단속도펼

친다 농관원에 따르면 우선 8월12일부터

8월21일까지축산물및건강전통식품제

조가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집

중단속을펼친다

이어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는 추석

수요가 몰리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

장등도소매업체에대한단속을벌인다

농관원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

사등엄격히처벌할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추석제수선물용농식품원산지위반집중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