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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축 사육현황주요가축 사육현황
(2020. 12월 현재)

구분구분 한우한우 돼지돼지 염소염소 가금류가금류

사육호수 385 16 267 394

사육두수 9,745 1,054 7,990 5,465

축산 유관기관축산 유관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라남도본부 남부사무소 (방역사 요원 1명 상주)

동물병원 현황동물병원 현황

대영동물병원(완도읍 소재)

완도동물병원(완도읍 소재)

광주동물병원(완도읍 소재)

가축인공수정소 현황가축인공수정소 현황

소정소명소정소명 소재지소재지

완도축협가축인공수정소 완도읍

대영 가축인공수정소 완도읍

신지가축인공수정소 신지면

청해가축인공수정소 신지면

고금가축인공수정소 고금면

부성가축인공수정소 고금면

영두가축인공수정소 고금면

약산가축인공수정소 약산면

청산가축인공수정소 청산면

빅토리수정소 고금면

완도가축개량수정소 고금면

스마트가축인공수정소 고금면

축협축협

기본현황 자연그대로 축산

산업경제 > 자연그대로 농·축·수산 > 축산물 > 기본현황축산물 - 축산물 - 기본현황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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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축협

강진완도축산농협 완도지점

강진완도축산농협 고금지점

축산관련 민간단체축산관련 민간단체

전국한우협회 완도군지부(고금면 소재)

축산업영농법인(16개소)축산업영농법인(16개소)

늘푸른한우영농조합법인  대진한우영농조합법인  

바다한우영농조합법인  백두목장영농조합법인  

부흥한우영농조합법인  솔잎한우영농조합법인  

완도한우회영농조합법인  자연축산영농조합법인  

완도섬마을한우영농조합법인  고금양지영농조합법인  

고금한우축산영농조합법인  하늘소한우영농조합법인  

신지노학봉한우영농조합법인  한마음향우영농조합법인  

동서영농조합법인  우리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브랜드 현황한우브랜드 현황

청해진녹색한우사업단(강진완도축협)

완도자연그대로 한우(완도군)

축산물 주요 생산현황축산물 주요 생산현황
(단위 : 두수, 천원)

구분구분 세부품목세부품목 생산량생산량 조수익조수익

소계  10,136  

축산물

소 6,943 40,312,000

송아지 1,606 3,212,000

돼지 1,587 676,000

민선7기 축산분야 주요 시책사업민선7기 축산분야 주요 시책사업

바이오기능수를 활용한 그린축산조성사업

가축에게 바이오기능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장비 설치지원을 통해 증체율 향상, 가축의 면역력 증대, 사료 효율 개선,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고급육 발현율 증대,

축사 암모니아 가스 감소 등 자연친화적인 차세대 축산업을 발전시켜 바이오축산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민선7기 중점 육성사업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 한우를 출하하여 도축 후 육질 등급이 1+ ~ 1++ 이상 개체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최대 50두까지)

육질개선제공급사업

반추동물의 장내 미생물 활성촉진 및 유익효모균의 소화분해 효과 증대를 통해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고급육 생산을 증대하여 농가 소득증대 도모

생균제 및 축사악취 저감 미생물제 공급사업

가축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송아지 폐사방지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미생물제 공급으로 축사, 퇴비사 등 악취 제거로 민원 방지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

우량 한우 정액 공급으로 자연종부로 인한 열성인자 발현율을 감소시켜 한우 개량 촉진과 고급육 생산 증대

한우유전능력검정사업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우 개량기반 구축

한우 선형검사 및 친자감별 사업

유전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 개량 집단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COPYRIGHT ⓒ WANDO-GUNWANDO-GUN .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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