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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요특구개요

지정일 : 2009. 10. 16

사업기간 : 2009 ~ 2018년(10년)

사업비 : 228억 (국 105, 도 22, 군 63, 민 38)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외 11개 읍면

면적 : 44,150,298(양식면적)

완도 전복산업특구 현황완도 전복산업특구 현황

전국 전복 생산량(출하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전복 최대 생산지

완도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완도 전복을 특화·명품화하여 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특구 특화사업특구 특화사업

전복생산기반 구축사업 (2009~2018년, 83억)

전복연구센터 설립운영(20억원)

기간 : 2010 ~

사업 : 1,750㎡

내용

고품질 수산물생산 및 청정해역 보전(36억원)

기간 : 2009 ~

내용

전복치패 방류

산업경제 > 지역특구사업 > 완도전복산업특구완도전복산업특구완도전복산업특구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www/industry
/www/industry/local_industry
/www/industry/local_industry/wando_abalone


내용

본관동, 종묘배양동, 유전자분석장비

연구센터 준공(12년 1월)

전복치패 방류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불가사리 수거 및 농사비료 공급

핵심인력육성 교육(13억원)

기간 : 2009 ~

사업 : 연간 90명

내용

수산벤처대학 과정운영

경영자과정 운영

전복 고부가가치화 사업지원(13억원)

기간 : 2009 ~

내용

전복세계일류화 상품개발 추진

추진위원회 구성(15명)

공동물류센터, 가공시설 구축 및 사설지원

전복 유통마케팅 강화사업 (2009 ~ 2018년, 115억)

완도전복(주) 설립운영(55억원)

기간 : 2009 ~

내용

전복 전문유통회사 설립운영

자본금 총 87.4억원으로 증자실시

매출액

11년 :574톤/220억원

12년 : 629톤/254억원

13년 : 713톤/261억원

유통기초시설확충(30억원)

기간 : 2010 ~

내용

전복 관리기 공급(20대)

전복선별장(3개소)

전복 다목적 선별기 공급(25개소)

향토산업(전복+구철초)육성(30억원)

기간 : 2010 ~

내용 : 전복과 구절초를 활용한 마을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

노화구절초마을 조성계획수립

전복구절초 체험관, 정자설치 및 경관정비

문화관광 연계사업 (2009 ~ 2018년, 30억)

문화관광축제 개최(27.5억원)

기간 : 2009 ~

내용

장보고축제 5.4 ~ 6(3일간)

전복축제 : 격년제 개최

관광객수(110천명)

Slow Tourism(2.5억원)

기간 : 2009 ~

내용 :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개최

관광객(연간)

09년(156천명)

10년(233천명)

11년(331천명)

12년(401천명)

13년(489천명)

규제특례 활용현황규제특례 활용현황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규제특례 활용현황규제특례 활용현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3조의 1항 및 2항)

옥외 광고물의 설치 표시기준을 별도 조례로 제정

조례제정공포 (2010년 5월 7일)

-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노화도 특구 홍보판 정비, 노화도 북고리 전복체험마을 조형물 설치

특허법 (제36조의 8)

특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생산되는 전복과 관련한 특허출원 일체

우선심사신청 (2010년 11월 16일)

- 전복캐릭터 우선심사 신청

식품위생법 (제43조)

특구나 생산된 전복기공식품에 대해 군수가 표시기준을 따로 정해 고시

식품등의 표기기준에 관한 특례고시 (2010년 12월 28일)

- 완도군고시 제 201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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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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