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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가구 구성형태 나이 성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어선보유현황 어업형태

판매처 총 판매금액 어업 외 수입 유무

어업 종사 경력 향후 어업 종사 계획 어업 후계자 유무 1개월 이상 고용 1개월 미만 고용

추가 인력 채용 계획 10년 후 어촌계 어업 종사 만족도 어업 활동 어려운점

어업 교육 필요한 교육정보 귀어 어업 정책 만족도 희망 지원 확대 분야

추진해야할 정책 수산물 위판 향후 수산물 위판

경영한 양식 품종 경쟁력 높아질 품종 김 양식업 양식업 정보 경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향후 재해보험 가입 계획 양식업 문제점 완도군이 해야 할 일 지원 받고 싶은 사항

경영 여부 종사 경력 종자 및 종묘 조달 5년 전 생산량 비교 향후 양식 규모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은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PC로 다운받은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업실태조사

작성 목적

완도군 어업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지역 통계 생산 제공

어가의 규모, 분포, 경영형태 등 추이 자료 작성으로 어업 정책 및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 방법 : 완도군 어업실태조사 자료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한 일반통계

(승인번호: 완도군 어업실태조사 제750002호)

조사기간

조사기준 시점 : 2022. 1. 1. 0시 현재

조사대상 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간)

조사실시 기간 : 2022. 7. 4. ~ 7. 19.(기간 중 12일간)

조사주기 : 5년

조사연혁

2017년 1월 2016년 완도군 어업실태조사 실시

2022년 7월 2022년 완도군 어업실태조사 실시

조사대상

조사단위 : 어가

조사대상 : 조사 기준 시점 현재 조사대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완도군 관내 해수면 어가 중 표본어가의 89개 조사구, 약 1,016개 어가의 경영주

조사방법 : 조사원이 대상 어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

조사항목 : 7개 부문 43개 항목

Ⅰ. 경영주(6)Ⅰ. 경영주(6)

Ⅱ. 어업(2)Ⅱ. 어업(2)

Ⅲ. 경영형태 및 판매(3)Ⅲ. 경영형태 및 판매(3)

Ⅳ. 어업경영 및 만족도(9)Ⅳ. 어업경영 및 만족도(9)

Ⅴ. 교육 및 정책(8)Ⅴ. 교육 및 정책(8)

Ⅵ. 양식업(9)Ⅵ. 양식업(9)

Ⅶ. 전복Ⅶ. 전복ㆍ미역미역ㆍ다시마 양식(6)다시마 양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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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et.adobe.com/kr/reader/
/contents/13486/fish_survey.pdf
/contents/13486/fish_survey_2022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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