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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 수는 우리나라 전체 1천692만 가구의 7.1%인 120
만호가 된다. 이는 일본의 268만호, 미국의 220만여 농장수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덴마크의 4만 3천개나 뉴질랜드의 6만 3천개 또는 캐나다의 32만개 농업경
영체수보다는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농가에 거주하는 농가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6.4%인 31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나 돼 매우 고령화됐음
을 보여준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
회'라고 하는데, 우리 농업인구는 34.2%나 되니 '초초고령사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총 경지면적은 전체 국토면적 999만ha의 17.4%인 174만ha
가 된다. 따라서 한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5ha로 계산된다. 일본의 경우는 농지
가 전국토의 12%인 470만ha이며, 한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75ha, 미국은 한
농장당 경지가 200ha, 덴마크는 61ha, 뉴질랜드는 189ha(초지를 제외하면 7.9ha)
로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크다. 덴마크나 뉴질랜드에서는 주곡 작물 생산보다는
가축사료용 작물을 재배해 축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 120만호 농가들이 174만ha 경지를 활용해 만들어 낸 농림축산물을 돈으
로 따져보면 약 43조원으로 계산된다. 한 농가당으로 계산하면 생산액이 평균 3천5
80만원 꼴이다. 생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쌀(20.2%)과 식량작물(22.9%) 생산
액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축산부문 생산액은 16조5천억원으로 그 비중이 38.3%나 된다. 뉴질랜드 7
9.0%, 네덜란드 44.3%에 비해 아직은 적지만 앞으로는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생산액에서 원재료 등을 뺀 부가가치는 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 1천63조원 대비
2.4%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5조원이란 돈은 일본 및 프랑스의 농업 GDP에
비해 각각 40% 및 62%나 되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우리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율인 2.4%도 미국의 1.2%, 일본의 1.5%, 프랑스의 2.3%, 영국 0.9% 보
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외국자료는 2007년 기준).
그러면 개별적인 농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지난 해 농가에서는 평
균 3천81만원의 소득을 가졌다. 그러나 이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4
천666만원)의 66.0%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가 아닌 2인 이상 전체가
구의 평균소득(4천131만원)에 비해서도 74.6% 수준이다.
반면, 작년기준으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평균 3억 5천 803만원, 부채는
평균 2천627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농가에서는 생산과 소득 활동을 적극적
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2%에 불과하다. 일본의 식
량자급률 4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과 자산은 적고, 식량자급률 등의 사정
은 열악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도 올바른 농정을 위한 다양한 농업통계가 더 있
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농업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의 농업통계분야에 대
한 인력 및 재원 투자 확충이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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