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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概況の部

土地と人口【市町村別】

Ⅱ 農業構造の部

１ 農業経営体

(1) 組織形態別経営体数【市町村別】

(2) 経営耕地面積規模別経営体数【市町村別】

(3) 農産物販売金額規模別経営体数【市町村別】

(4) 農業経営組織別経営体数【市町村別】

２ 販売農家

(1) 経営耕地面積規模別農家数【市町村別】

(2) 農産物販売金額規模別農家数【市町村別】

(3) 年齢別農業就業人口【市町村別】

(4) 年齢別基幹的農業従事者数【市町村別】

３ 集落営農

組織形態別集落営農数【市町村別】

Ⅲ 林業の部

１ 林家

(1) 保有山林面積規模別林家数【市町村別】

(2) 保有山林面積規模別保有山林面積【市町村別】

２ 林業経営体

保有山林面積規模別林業経営体数【市町村別】



３ 所有形態別林野面積【市町村別】

４ 過去１年間に保有山林で林業作業を行った経営体の作業別経営体数と作業面積

【市町村別】

Ⅳ 水産業の部

１ 漁業経営体

(1) 経営体階層別経営体数【大海区別・市町村別】

(2) 経営組織別経営体数【大海区別・市町村別】

(3) 自営漁業の専兼業別経営体数【大海区別・市町村別】

２ 漁業就業者数【大海区別・市町村別】

３ 漁船隻数・動力漁船トン数規模別隻数【大海区別・市町村別】

４ 海面漁業・養殖業生産量

(1) 漁業種類別漁獲量【大海区別・市町村別】

(2) 魚種別漁獲量【大海区別・市町村別】

５ 漁業生産額

(1) 海面漁業魚種別生産額【府県別・魚種別】

(2) 海面養殖業魚種別生産額【府県別・魚種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