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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경영체 등록현황(2016 연말기준)

1. 시군별 ·경영주 성별 경영체수

 ◦ 경기도 농업경영체는 218,519개로 전국 1,618,356개의 13.5% 차지

 ◦ 시군별로는 화성시(24,590), 평택시(17,727), 안성시(15,682), 이천시(14,732), 파주시(14,117), 
여주시(13,355), 양평군(13,307), 용인시(12,443), 포천시(11,796), 김포시(10,306) 순임

 ◦ 여성경영주 비중은 21.4%이며, 과천시가 31.5%로 가장 높고 동두천시가 16.8%로 가장 낮음

2. 경영주 연령별 경영체수

 ◦ 경영주 연령은 55~64세가 77,018명으로 35.2%, 65세 이상은 91,228명으로 41.7% 차지

 ◦ 10년 후에는 65세 이상이 56.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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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생애 대비 타산업 전입 경영체수

 ◦ 전 생애를 농업에 종사한 경영주는 53.2%이며 타 산업에서 농업으로 전직한 경영주는 
46.8%로 비숫한 수준

 ◦ 양평군, 파주시, 고양시, 광주시, 가평군 등은 타 산업에서의 전직자 비중이 더 높음

4. 농업종사기간별 경영체수

 ◦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영주는 44.3%로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과 유사하며, 
65세 이상 고령농을 제외하면 10~14년이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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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군별 재배면적(ha)

 ◦ 경기도 재배면적은 149,238ha로 전국 1,643,970ha의 9.1% 차지

 ◦ 시군별 재배면적은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순이며, 안양시가 35ha로 가장 적음

6. 시군별, 품목구분별 재배면적(ha)

 ◦ 식량 재배면적은 95,132ha로 63.8%를 차지하며 채소(25,447), 특작(10,974), 과일
(10,242), 기타(7,262)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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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별 품목구분별 재배면적(식량, 기타 제외, ha)

7. 품목별 재배면적 상위 시군

품목 재배면적 상위 시군(ha)

쌀 화성(11,538) → 평택(11,067) → 이천(7,929) → 안성(7,779) → 여주(7,452) → 파주(6,868) 

맥류 안성(190) → 평택(80) → 여주(51) → 양평(50) → 포천(34)

두류 파주(1,081) → 연천(979) → 화성(809) → 안성(634) → 포천(622) → 양평(580) → 평택(521)

잡곡 연천(727) → 파주(231) → 화성(210) → 양평(207) → 이천(189) → 포천(184)

서류 여주(877) → 이천(547) → 안성(272) → 화성(259) → 용인(233) → 양평(229) → 김포(229)

과실류 안성(1,460) → 화성(1,299) → 이천(1,073) → 평택(724) → 남양주(520) → 가평(475)

수실류 가평(113) → 양평(91) → 화성(65) → 파주(51) → 포천(49)

과일과채류 평택(117) → 양평(116) → 광주(109) → 여주(55) → 화성(46) → 이천(45) → 용인(42)

엽경채류 포천(2,522) → 고양(1,600) → 이천(1,342) → 남양주(1,278)

산채류 포천(154) → 이천(146) → 양평(125) → 여주(125) → 남양주(88) → 안성 → 가평

양채류 이천(87) → 하남(46) → 광주(43) → 양평(40) → 여주(26) → 용인 → 안성→ 남양주

근채류 화성(103) → 평택(74) → 여주(52) → 안성(49) → 고양(45)

조미채소류 화성(1,080) → 포천(698) → 안성(653) → 이천(640) → 용인(502) → 고양(502)

버섯류 양평(115) → 용인(87) → 포천(80) → 여주(79) → 이천(31) → 화성(27)

인삼류 연천(426) → 여주(357) → 이천(333) → 포천(267) → 파주(215) → 양평(187) → 안성(173)

약용작물류 양평(77) → 이천(45) →포천(45) → 남양주(44) → 용인(44) → 가평(40) → 여주 → 안성

특용작물류 포천(712) → 양평(675) → 가평(533) → 화성(532) → 파주(519) → 여주(480) → 이천(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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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군별 주요 품목

시군별 주요 품목(ha)
수원시 미곡류(472), 엽경채류(72), 조미채소류(51), 과실류(50), 특용작물류(36), 화훼류(40)
성남시 엽경채류(81), 조미채소류(57), 과실류(48), 서류(39), 두류(27), 특용작물류(25)

의정부시 미곡류(78), 과실류(57), 엽경채류(37), 조미채소류(37), 특용작물류(36), 서류(26), 두류(26)
안양시 과실류(9), 엽경채류(4), 조미채소류(4), 서류(3)
부천시 미곡류(259), 엽경채류(54), 과실류(38), 조미채소류(34), 서류(17), 두류(10)
광명시 엽경채류(116), 미곡류(66), 과실류(48), 조미채소류(47), 서류(38), 특용작물(23)

평택시 미곡류(11,067), 과실류(724), 두류(521), 조미채소류(478), 특용작물류(357), 엽경채류(241), 
과채류(232), 서류(164), 과일과채류(117)

동두천시 엽경채류(95), 특용작물류(81), 미곡류(65), 두류(59), 조미채소류(42), 과실류(20)
안산시 미곡류(482), 과실류(391), 엽경채류(97), 조미채소류(94), 서류(70), 특용작물류(60)
고양시 엽경채류(1,600), 미곡류(1,132), 조미채소류(502), 과실류(278), 두류(243), 서류(159), 화훼(391)
과천시 과실류(31), 엽경채류(22), 조미채소류(14), 서류(12), 화훼류(35)
구리시 과실류(90), 엽경채류(61), 조미채소류(39), 산채류(15)

남양주시 엽경채류(1,278), 과실류(520), 조미채소류(398), 특용작물류(391), 미곡류(233), 두류(233), 서류(186)
오산시 미곡류(300), 조미채소류(38), 과실류(33), 특용작물류(30), 두류(28)
시흥시 미곡류(88), 과실류(196), 조미채소류(181), 엽경채류(169), 서류(134), 특용작물류(132)
군포시 미곡류(55), 과실류(32), 두류(24), 조미채소류(21), 특용작물류(19), 서류(18), 엽경채류(12)
의왕시 미곡류(61), 과실류(53), 엽경채류(51), 조미채소류(48), 서류(39), 특용작물류(34), 두류(30)
하남시 엽경채류(219), 조미채소류(68), 과실류(55), 양채류(46), 과채류(42), 서류(41), 두류(40)
용인시 미곡류(3,932), 엽경챌류(726), 조미채소류(502), 두류(440), 특용작물류(414), 서류(233), 과실류(193)
파주시 미곡류(6,869), 두류(1,081), 특용작물류 519, 조미채소류(446), 엽경채류(420), 과실류(278)
이천시 미곡류(7,929), 엽경채류(1,342), 과실류(1,073), 조미채소류(640), 서류(547), 두류(511)
안성시 미곡류(7,799), 과실류(1,460), 조미채소류(653), 두류(634), 특용작물류(412), 엽경채류(323)
김포시 미곡류(4,544), 과실류(379), 조미채소류(362), 특용작물류(320), 두류(296), 엽경채류(252), 서류(229)
화성시 미곡류(11,538), 과실류(1,299), 조미채소류(1,080), 두류(809), 특용작물류(532), 서류(259), 엽경채(224)
광주시 미곡류(749), 엽경채류(617), 조미채소류(306), 두류(284), 특용작물류(264), 서류(183), 과실류(183)
양주시 미곡류(1,417), 특용작물류(315), 엽경채류(312), 두류(298), 조미채소류(218), 서류(145), 과채류(144)
포천시 미곡류(3,246), 엽경채류(2,522), 특용작물류(712), 조미채소류(698), 두류(622), 과실류(462)

여주시 미곡류(7,452), 서류(877), 특용작물류(480), 조미채소류(458), 과실류(393), 인삼류(357), 
두류(353), 엽경채류(353), 과채류(181)

연천군 미곡류(3,754), 두류(979), 잡곡류(727), 인삼류(426), 특용작물류(348), 조미채소류(290), 과실류(136)
가평군 미곡류(911), 특용작물류(533), 과실류(475), 두류(263), 조미채소류(205), 잡곡류(136), 엽경채류(134)
양평군 미곡류(3,687), 특용작물류(675), 두류(580), 엽경채류(459), 조미채소류(408), 과실류(3115), 서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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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군별 온실면적(ha)

 ◦ 시설재배면적은 13,318ha로 전국 81,628ah의 16.3% 차지

 ◦ 포천시(2,817ha), 이천시(1,535), 남양주시(1,092) 순이며 오산시(6)가 가장 적음

   

 - 포천시의 경우 10ha 이상 재배하는 경영체가 48개이며 평균 15ha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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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목별 시설재배 면적(ha)

 ◦ 시설에 재배하는 품목은 주로 채소류로 86.7% 차지하며,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

 ◦ 채소류 품목별 시설 재배면적은 열무(1,891ha), 시금치(1,884), 얼갈이배추(1,100), 
상추(1,084) 순임

    - 포천시 시금치 시설 재배면적은 1,138ha로 전국 최대 주산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