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결과보고. 1969
	머리말
	제1편 농가경제조사
	제1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기구 및 업무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표본선정방법
	6. 조사사항
	7. 조사방법
	8. 조사항목 분류
	9. 결과발표
	10. 추정치의 정도
	11. 주요항목의 설명
	12. 조사지구일람표

	제2부 분석표
	농가경제 
	1. 농가소득
	2. 농가노동투하량
	3. 농업 수입 및 지출
	4. 농업수입
	5. 겸업 수입 및 지출
	6. 겸업이외 수입
	7. 가처분소득과 가계비
	8. 음식물비와 가계잡비
	9. 평균소비성향과 엥겔계수
	10. 교제비 및 관혼상제비
	11. 월별 양곡소비량(1인당) 
	12. 미·맥의 상품화율
	13. 농가 소득의 분포
	14. 농업생산성
	15. 농업수입
	16. 겸업수입
	17. 사업이외 수입
	18. 농업지출
	19. 겸업지출
	20. 가계비
	21. 경지면적상황
	22. 가구원

	생산비
	23. 수도 생산비에 대한 비목별구성비
	24. 보리 생산비에 대한 비목별 구성비
	25. 쌀보리 생산비에 대한 비목별 구성비
	26. 밀 생산비에 대한 구성비
	27. 단보당 수도 생산비
	28. 단보당보리생산비
	29. 단보당쌀보리생산비
	30. 단보당밀생산비
	31. 수도 생산비 구성비
	32. 보리 생산비 구성비
	33. 쌀보리 생산비 구성비
	34. 밀 생산비 구성비 
	35. 수도 경영경지의 구성비
	36. 보리 경영경지의 구성비
	37. 수도 석부지의 구성비
	38. 보리 식부지의 구성비
	39. 수도생산비 도수 분포
	40. 보리생산비 도수 분포

	1. 표본농가개황
	1-1. 농가개황
	1-2. 가구원상황
	1-3. 경지면적상황
	1-4. 영농종사자1인당경지면적
	1-5. 경지이용율
	1-6. 사육가축수

	2. 농가경제주요지표
	2-1. 농가경제주요지표

	3. 농업수지
	3-1. 농업조수익
	3-2. 농업수입
	3-3. 농업경영비
	3-4. 농업지출

	4. 농업소득
	4-1. 농업소득
	4-2. 1인당 농업소득
	4-3. 농업소득과 가계비와의 비교

	5. 겸업수지
	5-1. 겸업수입
	5-2. 겸업지출
	5-3. 겸업소득

	6. 겸업이외수입 
	6-1. 겸업이외 수입

	7. 농가소득
	7-1. 농가소득

	8. 가계비
	8-1. 가계비
	8-2. 음식물비
	8-3. 가계잡비
	8-4. 가계비의 충족도 및 평균 소비성향

	9. 양곡소비량
	9-1. 농가의 양곡소비량
	9-2. 계층별농가양곡소비량

	10. 농가의 자산과 부채
	10-1. 농가의 자산과 부채
	10-2. 농가고정자산
	10-3. 농가유동자산
	10-4. 농가유통자산
	10-5. 연도말 현재 차입처별 농가부채
	10-6. 연도말 현재 용도별 농가부채

	11. 농가노동투하량
	11-1. 농가노동투하량
	11-2. 작업별 농가노동투하량
	11-3.계층별 농가노동투하량
	11-4. 작업별 축력투하량

	12. 농업의 생산성지표
	12-1. 농업의 생산성지표
	12-2. 작물별노동생산성지표
	12-3. 미·맥노동생산성지표

	13. 주요농산물상품화율
	13-1. 주요농산물상품화율

	14. 추정치의 산출근기
	14-1. 추정치의 산출근기


	제3부 통계표
	1. 표본농가개황 
	2. 농업조수익
	3. 농업경영비
	4. 농업소득
	5. 겸업수입
	6. 겸업지출
	7. 겸업소득
	8. 겸업이외 수입
	9. 농가소득
	10. 부채이자
	11. 조세공과
	12. 가처분농가소득
	13. 가계비
	14. 기타지출
	15. 농가경제 잉여 및 손실 
	16. 재산적 수입
	17. 재산적 지출
	18. 재산적 수지증감
	19. 양곡수입량
	20. 양곡소비량
	21. 토지소유상황
	22. 건물
	23. 대농구
	24. 동물
	25. 대식물
	26. 재고농산물평가액
	27. 재고생산자재평가액
	28. 현금 및 준현금
	29. 분기별 농가부채
	(1) 1/4 분기말 농가부채
	(3) 3/4분기말 농가부채
	(4) 4/4분기말 농가부채

	30. 농가경제월별수입
	31. 농가경제월별지출
	32. 농가재산적월별수입
	33. 농가재산적월별지출
	34. 농가노동월별투하량
	35. 작업별농가노동투하량
	36. 양곡월별소비량
	37. 양곡월별1인1일당음식용소비량
	38. 양곡월별재고량


	제2편 농산물생산비조사
	제1부 조사개요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법적근거
	2. 조사기간
	3. 표본선정
	4. 조사항목
	5. 생산비의 분류
	6. 생산비와 산출 방법

	2. 추정식
	1. 추정치
	2. 추정치의 정도


	제2부 분석표
	1. 보리생산비
	1-1. 추정치의 정도
	1-2. 호당경영경지개황
	1-3. 호당식부지개황
	1-4. 단보당생산비
	1-5. 정곡 76.5kg당 생산비
	1-6. 단보당주요물량
	1-7. 호당경지규모별경영개황
	1-8. 경지규모별단보당생산비
	1-9. 계층별단보당생산비
	1-10. 식부지규모별단보당생산비
	1-11. 소득분석
	1-12. 도수분포

	2. 쌀 보리 생산비
	2-1. 추정치의 정도
	2-2. 호당경영경지개황
	2-3. 호당식부지개황
	2-4. 단보당생산비
	2-5. 정곡 76.5kg당 생산비
	2-6. 단보당주요물량
	2-7. 호당경지규모별경영개황
	2-8. 경지규모별단보당생산비
	2-9. 계층별단보당생산비
	2-10. 식부지규모별단보당생산비
	2-11. 소득분석
	2-12. 도수분포

	3. 밀 생산비
	3-1. 추정치의 정도
	3-2. 호당경영경지개황
	3-3. 호당식부지개황
	3-4. 단보당생산비
	3-5. 정곡 76.5kg당 생산비
	3-6. 단보당주요물량
	3-7. 호당경지규모별경영개황
	3-8. 경지규모별단보당생산비
	3-9. 계층별단보당생산비
	3-10. 식부지규모별단보당생산비
	3-11. 소득분석
	3-12. 도수분포

	4. 쌀 생산비
	4-1. 추정치의 정도
	4-2. 호당경영경지개황
	4-3. 호당식부지개황
	4-4. 단보당생산비
	4-5. 정곡 80kg당 생산비
	4-6. 단보당주요물량
	4-7. 호당경지규모별경영개황
	4-8. 경지규모별단보당생산비
	4-9. 계층별단보당생산비
	4-10. 식부지규모별단보당생산비
	4-11. 소득분석
	4-12. 도수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