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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가수급감 고령인구비율급증
통계청 1970년~2019년농업구조변화…연평균 2.3%농가감소

1970년농가수 45만4000가구전남1위…1988년경북이 1위로

전국65세이상고령인구 46.6%…1970년 4.9%서41.7%P증가

50년전농가수가가장많은지역은전남(45만

4000가구)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경북(17만5000

가구)이1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전남농가수는 14

만4000가구로, 전국 농가 100만7000가구의

14.3%를차지했다.

전남농가수는50년전인1970년45만4000가구

에서2019년 14만4000가구로, 무려 68.3%(31만

가구)줄어들었다. 연평균감소율은 2.3%였다.

전체 농가 중 차지하는 비율도 18.3%에서

14.3%로감소했다.

지난해농가가가장많았던지역은경북으로,전체

의17.4%에해당하는17만5000가구로집계됐다.

전남이농가수1위자리를경북에내준해는지

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88년이다. 전남 농가수

는이듬해인1989년 30만 아래로떨어졌다.

지난 1987년 전남 농가수는 32만2042가구로,

2위인경북(32만1492가구)에550가구차이로턱

밑추격을당했다.

다음 해인 1988년에는 경북 농가수가 31만

4420가구로,전남(30만3862가구)을1만558가구

차로따돌렸다.

지난해전국농가수는 100만7000가구로1970

년248만3000가구에비해 59.4%줄었다. 농가인

구는 224만5000명으로1970년 1442만2000명보

다 84.4%감소했다.

지난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6%였다. 1970년 4.9%에서 41.7%포인트 뛴

것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농가

노령화지수는 1970년 11.4명에서지난해 1073.3

명으로큰폭으로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농가 인구는 지난 50년간 15∼

19세(-15.9%포인트),30대(-15.6%포인트),20

대(-12.2%포인트), 40대(-9.8%포인트)에서감

소했지만, 70대 이상(29.9%포인트)와 60대

(19.5%포인트)에서는크게늘었다.

가구원수별로보면연평균1인가구가3.0%, 2인

가구가 2.8%각각늘었다. 반면 3인가구(-1.0%),

4인가구(-2.9%), 5인가구(-7.2%)는줄었다.

1970∼2019년농가소득은연평균10.9%증가

했다.

이중농업소득의비중은 1970년 75.9%에서지

난해 24.9%로51.0%포인트감소했다.반면농업

외소득은 18.0%포인트증가했다.

1970∼2019년 전업농가수는연평균 2.1% 감

소했지만, 겸업농가수는 1.3%감소했다.

지난해 경지면적은 158만1000㏊로 1975년

224만㏊와비교해 29.4%가감소했다.

노지 재배면적은 1975∼2019년 연평균 1.6%

감소했지만, 시설재배 면적은 연평균 7.2% 증가

했다.

1970∼2019년노지농작물생산량은식량작물

이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과실은 3.4%, 채소

는 2.4%각각증가했다.

2013∼2019년귀농가구는연평균 1.9% 증가

했다.지난해귀농가구1만1422가구중1인가구가

8264가구(72.4%)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지난해귀농인구는 1만1504명이었다. 2011∼

2019년다문화농가는연평균2.0%감소했다.

지난해벼농사의기계화율은 98.4%로매우높

았지만, 밭농사기계화율은 60.2%에그쳤다.

통계청관계자는 젊은층이취업등을위해도

시로유출되면서농가노령화추세는계속될것으

로 보인다며 인건비와 경영비가 증가하면서 농

업소득이많이줄어들었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한돈 25%이상할인

농협전남본부 27일김장철돼지고기할인행사

농협전남지역본부가김장철을맞아오는 27일

광주시서구치평동상무시민공원에서수육용한

돈을 25%이상할인판매한다고22일밝혔다.

전남본부는앞서지난 20일이곳에서한돈자조

금관리위원회와 입맛에착!가격도착!한한돈먹

고건강하면돼지라는주제로할인전을벌였다.

전남본부는 한돈(삼겹살목살전지후지) 2㎏

수육용 500세트를시중가격보다 25% 이상저렴

하게판다.이번행사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과 코로나19 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한

돈농가를돕기위해마련됐다.

김석기전남본부장은 돼지고기는부위별로영

양소가 달라 맞춤형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며

성장기어린이나고령층은부드러운안심이제격

이고 피로할 땐 비타민B1이 풍부한 뒷다릿살을,

체중관리를위해서는돼지고기중지방함유량이

가장적은(100g당 3.8g) 등심이좋다고설명했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aT,김장재료구입비용 18일집계

지난주(11월셋째주)김장비용은전주와비슷

한 29만9000원정도인것으로조사됐다.

배추 가격은 10% 가까이 내렸지만, 굴

(6.8%)과 미나리(15.8%), 갓(15.9%) 등 재료

가격이올랐기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이달 18일기

준4인가족,배추20포기기준김장재료구입비용

은 29만8774원으로집계됐다고22일밝혔다.

이는전주29만8565원보다0.1%(209원)오른

수치다.

품목별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와 무는 하락했고,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갓과공급량이줄어든미나리는다소상승했다.

배추 20포기 값은 6만745원으로, 전주 6만

7421원보다 9.9%(-6676원) 내렸다.무 10개가

격은 2만750원에서1만9928원으로4%(-822원)

하락했다. 고춧가루(1.86㎏) 값은 6만5421원으

로,전주보다 0.5%(318원)가량올랐다.

이달셋째주미나리(2㎏)와갓(2.6㎏)가격은

각각 1만6889원과 1만2726원으로나타났다.

aT는지난 4일부터매주김장비용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장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대해전국 19개지역 18개전통시장과 27

개대형유통업체에서조사를벌였다.

김장재료구입비용의상세정보등관련자료는

aT 농산물유통정보홈페이지(kamis.or.kr) 또

는스마트폰앱에서확인할수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김장비용안정세지속

4인기준29만9000원

한국농어촌공사 직거래장터

광주 전남친환경농산물기부

2600만원상당구입해복지관전달

한국농어촌공사와광주사회혁신플랫폼이함께운

영하는광주전남농산물직거래장터.

<농어촌공사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주전남 친환경 농가로부

터구매한농산품을지역사회에기부했다고22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지난 14일과 21일광주,강진, 장

흥, 해남, 완도에서열린직거래장터에서지역농

부들이직접생산한곡물류,장아찌,잼,고구마등

110여품목을구매했다. 이들농산품은광주전남

58개소규모친환경농가가재배했다.

공사는지난해부터광주사회혁신플랫폼과직거

래장터를운영하고참여농가로부터농산물을구

매하고있다.광주사회혁신플랫폼은정부지자체

공공기관시민사회가지역문제를함께발굴하고

해결하기위해지난해출범했다.

올해는 2600만원상당을구매해지역사회복지

관등에전달했다.코로나19여파로지난 7월부터

는온라인장터운영을지원해왔다.

공사는광주전남소규모농부들의네트워크확

장과지역민과의소통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할

방침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임곡농협 김장 220상자

경로당 독거노인등에전달

광주임곡농협은지난 16~18일 임곡농협농자

재센터 앞에서 사랑나눔 김장대축제 행사를 진

행했다고22일밝혔다.

올해광주지역농협가운데임곡농협이처음김

장 나눔행사를 벌였다. 행사에는 강형구 농협 광

주지역본부장과지역부녀회,고향주부모임,농가

주부모임회원등이동참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담근 김장김치 220상자

(550포기)는지역경로당과독거노인, 취약농가,

다문화가정등에전달됐다.

앞으로광주지역 14개지역농협은다음달중순

까지농협별로소외계층을위한김장김치나눔행

사를추진할계획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지난 20일 광주 상무시민

공원에서 열린 김장철 돼

지고기 할인 행사에서 방

문객들이수육용한돈을살

펴보고있다.

<농협전남본부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