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18

산림자원(황칠·동백)산업 특화사업 추진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사업예산

예산사업    ☑
21,85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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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비교 우위 지역자원인 황칠과 동백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활용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6차 산업화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m 지리적표시를 통해 지역특화자원인 황칠과 동백의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
함과 동시에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산업화 모델 개발    

m 지속적인 황칠조림을 통한 원료 수급 안정화와 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황칠복지단지 조성

▮추진실적(2018. 7. 1. ~ 현재)

 ❍ ’18.  7. :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8. 11. : 완도황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 ’18. 12. : 완도동백 고요산혈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 등록

 ❍ ’19.  3. : 완도황칠 안전성 용역 착수

 ❍ ’19.  4. : 완도황칠 공예전 개최

 ❍ ’19.  5. :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위한 입법예고

 ❍ ’19. 12. : 완도황칠 친환경인증사업 완료(10ha)

▮공약이행 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건 2 1 50

황칠특화림 조성 건 3 1 1 70

황칠·동백 안전성 검증 건 1

2019년 11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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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52 13,080 1,499 3,973 3,300 7,331 3,216 1,054 2,461 600 6,362 971 5,391

▮향후 추진계획

 ❍ ’20. 2. : 완도중도 황칠특화림 조성(30ha)

 ❍ ’20. 3. : 완도황칠 안전성 연구용역 완료

 ❍ ’20. 5. :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조례 제정

 ❍ ’20. 6. :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 ’20. 7. :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칠” 식품원료 등록추진

▮군민참여(홍보)실적                               (단위 :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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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황칠 지리적표시 표장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표장

주관부서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산림녹지팀장 박은재  담당자 김동현 (☎5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