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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금기반 소득 추정 프로그램은 귀농을 희망하는 은퇴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배 기술 및 소득조사자료 등을 DB로 구축 및 활용하여, 개인별 연금을 기반으로 영농활동에 따른 예상

소득을 산출하고, 재배기술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재배 기술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수집하여 구축된 DB자료는 연금기반 예상 소득 추정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및 검색자료로 활용된다. 재배기술 및 소득자료 DB는 작물별 재배기술 자료, 품종정보 자료, 소

득조사 자료, 작업단계별 노동시간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재배기술 자료는 206 작물(식량 19, 채소 75, 과수 21, 화훼 33, 특·약용작물 37, 축산 12, 사료 9)에 대한

생육 과정 및 주요 농작업, 병해충방제, 기상재해 및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핵심기술을 수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종정보 자료는 124 작물(식량작물 23, 채소 21, 과수 12, 화훼 29, 특·약용작물 36, 기타 3)에 대한 품종별

주요 특성, 적응지역, 재배상 유의점 등을 수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목별 소득조사 자료는 2009년부터 20018년까지 10년간의 소득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DB를 구축하고, 평균소득을 산출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목별 전국 소득조사자료는

64 작물(식량작물 10, 채소 36, 과수 9, 화훼 2, 특·약용작물 7)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였고, 작목별 지역

소득조사자료는 경기 50 작물(식량작물 5, 채소 27, 과수 7, 화훼 5, 특·약용 작물 6), 강원 39 작물(식량작물

5, 채소 19, 과수 6, 화훼 1, 특·약용작물 8), 충북 35 작물(식량작물 5, 채소 14, 과수 8, 화훼 1, 특·약용작물

7), 충남 53 작물(식량작물 5, 채소 27, 과수 6, 화훼 4, 특·약용작물 11), 전북 44 작물(식량작물 7, 채소

23, 과수 6, 화훼 1, 특·약용작물 7), 전남 68 작물(식량작물 7, 채소 38, 과수 12, 화훼 4, 특·약용작물 7),

경북 56 작물(식량작물 4, 채소 35, 과수 7, 특·약용작물 10), 경남 62 작물(식량작물 9, 채소 32, 과수 10,

화훼 2, 특·약용작물 9), 제주 23 작물(식량작물 4, 채소 12, 과수 6, 화훼 1)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작업단계별 노동시간 자료는 62 작물(식량작물 8, 채소 33, 과수 12, 화훼 2, 특·약용작물 7)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된 작목별 노동 투하 시간 자료를 수집한 후 단계별 투하 시간의 평균을 산출

하여 DB를 구축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금기반 소득추정 프로그램 사용자는 본인 연금액, 목표소득과 노동력 확보 가능 시간, 경영규모, 보유

농기계, 영농시설 등 사용자 가용자원을 입력하면, 영농으로 목표소득과 본인 연금액의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작물을 검색할 수 있고, 검색된 작물 중 재배 희망 작물을 선택하면,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정보와

산출된 예상 소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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