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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일반현황완도 일반현황

면적 : 396.2㎢

도서 : 265개 (유인도 55, 무인도 210)

해안선 : 852.97km

행정 구역 : 3읍 9면 2출장소

인구 : 53,820명

재정규모 : 3,381억원

완도 해조류 현황 (2015년 기준) 해조류 생산량 : 506,060 (완도) / 1,180,730 (전남) 전남대비 42. 9%

수산현황수산현황

어업인 : 10,618가구 (전국의 16%)

항만시설 : 241개소(무역항 1, 연안항 1, 국가어항 8, 지방어항 19, 소규모어항 212)

어선세력 : 10,179척 (전국의 13%)

양식어장 : 35,342ha (전국의 14%)

수산물생산 : 410천톤 (어가평균소득 - 75백만원)

해조류 산업현황해조류 산업현황

국내 해조류 생산동향(2010-2014)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조류를 포함하는 천해양식업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3.4%의 증가율을 나타냄, 또한 생산금

액은 13% 증가함

2014년 기준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중 해조류 중에서는 김류(33%)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다시마류(34%), 미역류(26%) 순으로 많았음.

2014년 김의 수출량은 15,908톤, 금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였음. 이는 2000년에 비해 수출량이 두 배나 증가하고 수출금액은 7배나 증가함

해조류의 종류 특성과 활용 해조류의 가치 해조류 산업현황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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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 톤)

연도연도

생산량생산량 생산금액생산금액

전체전체 천해양식천해양식 전체전체 천해양식천해양식

2010 3,110,634 1,355,000 7,425,686 1,815,646

2011 3,255,929 1,477,546 8,072,860 1,784,244

2012 3,183,424 1,488,950 7,689,051 1,759,271

2013 3,135,250 1,515,210 7,226,887 1,725,808

2014 3,325,083 1,566,357 7,385,249 1,950,880

증감률(14/13) 6.1 3.4 2.2 13

해외 해조류 생산량 동향(2012)

(단위 : 만 톤)

수산물전체수산물전체

해조류해조류

양식양식 자연산자연산

18,300 2,400 100

- FAO Yearbook(2012), 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s

수산물 전체 생산량은 약 1억 8,300만 톤임

그 중 해조류는 약 2,500만 톤으로전체의 14%를 차지함

(단위 : 만 톤)

중국중국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필리핀 한국한국 북한북한 일본일본

1,300 650 175 100100 44 44

- FAO Yearbook(2012), 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s

중국은 생산량 1,300만 톤으로 세계최대의 해조류 생산국임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일본 등 해조류는 거의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양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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