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16

전복산업 활성화 장․단기 대책 마련(생산․소비분야)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사업예산

예산사업    ☑
100백만원

국비   ☑ 도비   ☑
임기 후 지속  □ 비예산사업  □ 군비   ☑ 민자   □

목표 ◦생산 증가, 가격하락, 소비한계 등 전복산업 환경 양식 이후 최악

◦영역별 활력 화 대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전복 양식산업 

육성 도모

▮사업개요

  m 추진기간 : 2018. 7. ∼ 지속추진

  m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제인증(ASC) 확대 추진

    - 전복산업 위기타계를 위한 영역별 단체(행정, 생산, 유통, 종자, 수출 등)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 수시개최

    - 전복 생산원가 분석 가격 안정화 방안 도출

    - 이동군수실을 통한 변화된 환경의 적합한 사육관리 지도 강화

▮추진 상황(2018. 7. 1. ~ 현재)

m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제인증(ASC) 인증 확대

    - ’18.  7. : 아시아 최초 전복양식 ASC 인증 확정(14어가)

    - ‘19.  4. : ASC-MSC 인증 추진 퇴적물 조사용역(100,000천원)

    - ’19. 10. : 전복 ASC 2기 14어가 인증 심사비 지급(19,216천원)

m 행정, 생산, 유통, 종자, 수출 등으로 구성된 전복산업 발전협의체 운영

    - 전복산업 발전협의체 매월 셋째주 상시 운영(총 10회 개최)

    - 2019년 전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



m 전복양식 생산원가 산출 연구용역 계약

    - 2019. 11. 22.∼2020. 5. 22. / 17,860천원/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 전복 크기별, 생산 권역별 전복 양식 생산원가 산출 

m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어업현장 방문

    - ’18. 12. 4.∼5.  : 어업현장 이동군수실 운영(노화, 보길, 소안)

    - ’19. 7. 24.∼26. : 어업현장 방문 교육(12개 읍면/수산경영과장, 김병학 박사)

m 전복 소비촉진을 위한 대형소비처 팸투어 추진

    - ’19. 8. 12. : 광주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팸투어(44명)

    - ’19. 8. 29. : 대도시민 초청 팸투어(55명)

▮공약이행 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이행률

(%)

전복 양식어가 ASC 인증 어가 100 14 14 - 28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어업현장 방문

회 5 1 1 - 40

전복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회 45 - 9 1 20

2019년 11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 30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계획 총계 지금까지 확보 내역 집행총계

비고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집행
총계

임기전 임기내

300 - 100 200 - 315 - - 315 - 148 - 148 -

▮향후 추진계획

 m ASC (지속 가능한 친환경양식) 인증확대 : 전복 14어가 → 100어가

   - 전복2기 14어가 ASC 인증 취득: 2월중

 m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어업현장 이동군수실 운영 : ’20. 5.



▮군민참여(홍보)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8 - - 30 -

m 증빙자료

이동군수실 ASC 완도 국제워크숍

주관부서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패류양식팀장 김수호  담당자 장길성 (☎5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