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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새끼 5마리를 출

산했다 멸종위기종 1급으로 천연기념물

(329호)인 반달가슴곰은지난 2004년부터

지리산에서 종(種)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새끼 5마리가 최근 태어난 것

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리산 일대

야생에서활동중인반달가슴곰중 8살된

어미곰 RF25가 암수 1마리씩을 역시 8

살짜리 RF21이 수컷 1마리를 각각 바위

굴에서 출산했다 자연적응훈련장의 5살

된어미곰 CF37도 성별미상의새끼 2마

리를낳았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태생별로 K(한

국)R(러시아)C(중국)로 성별로 F(암

컷)M(수컷)으로 표기한다 이들 새끼 중

야생에서 태어난 수컷 1마리는 어미곰

RF21이양육을포기하고달아나현재야

생동물의료센터에서기르고있다새끼들

의몸무게는모두 4이상으로비교적건

강하다 반달곰은 여름에 짝짓기를 한 뒤

겨울철에 200400g 크기의 새끼를 출산

한다 이후몇개월사이급격히성장 동면

굴에서 나올 때 쯤 34까지 자라게 된

다

새끼반달곰이태어나면서지리산야생

에는 현재 37마리의 반달곰이 살게 됐다

적응훈련장에서 태어난 새끼 2마리와 의

료센터에서 포육 중인 한 마리를 올 가을

추가로방사하면지리산야생에서 살아가

는반달가슴곰은 40마리로불어난다

공단측은반달곰복원사업을효율적으

로 진행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

계도를조사하던중기존에파악하지못했

던 새로운 암컷 반달곰 1마리(KF52)를

추가로발견했다

공단 측은 또 지난 2013년 RF21이 출

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가 35개월 이후

어미곰과떨어져행방이묘연했던수컷반

달곰 1마리(KM51)가 살아있는 사실도

확인했다이는새끼곰이어미로부터조기

에 독립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음을 보

여준첫사례라고공단측은설명했다 반

달곰은 통상 생후 18개월 가량 어미곰과

지내다 독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

단 측은 오는 2020년까지 반달곰 50마리

가지리산야생에서안정적인개체수를유

지하고생존할수있도록복원사업을추진

할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첫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새끼를

출산해 현재 24개체가 자연에서 태어났

다며 유전자분석으로마련한가계도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

을진행하겠다고말했다

한편 공단 측은 겨울잠에서 깬 곰들이

점차행동반경을넓혀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정해진 탐방로

를 벗어날 경우 곰과 마주칠 가능성이 커

진다고주의를줬다 산행 도중 멀리 떨어

진곳에서곰과마주칠경우 조용히자리

를 벗어나고 가까이에서 갑자기 마주칠

경우시선을응시하면서뒷걸음질치는게

좋은방법이라고공단측은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리산반달곰새끼 5마리출산 경사났네

멸종위기종 1급으로천연기념물(329호)인 지리산반달가슴곰이지난겨울새끼 5마리

를출산했다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제공

국립공원측어미반달곰 3마리서출산확인

37마리로늘어2020년 50마리 유지種복원

휴일인 12일나주영산포영산강변에노란유채꽃들이꽃망울을터뜨렸다드론을띄워내려다본

유채꽃밭과산책로의모습이눈길을사로잡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해역에서양식장관리선이화물선

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사고를낸어선선장은선원에게구명조끼

를착용시키지않은채음주운항을한의

혹을받고있다

12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

난 11일오후 5시10분께여수시돌산읍남

면화태대교아래해상에서군내항으로향

하던 화물선 보명호(40t)과 이모(62)씨의

선외기어선수연호(118t)가충돌했다

이사고로이씨의아내박모(여58)씨가

화물선에머리를부딪치고바다에빠진뒤

화물선 선장 황모(56)씨 등 선원 3명에 의

해구조돼인근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

다 신고전화를받은해경은사고해역과

3떨어진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순찰정

과경비정 2척(50t)을출동시켜 10여분만

에현장에도착했다

이날 어선에 탄 선원은 일가족 4명으로

탑승했던 이씨의 장남(38)은 현재 실종된

상태다 여수해경은경비정 6척과민간어

선 5척등을동원해실종자를수색하고있

다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인

것으로확인됐다  백희준기자 bhj@

여수김창화기자chkim@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

는 12일회계책임자가아닌아내를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혐의(정치자금법 위

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장모(52) 의원

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

고했다고밝혔다

이대로형이확정되면장의원은의원

직을잃게된다 장의원은 1심에서벌금

80만원을선고받았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관한 벌칙

을규정한정치자금법 49조를어겨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

는경우는당선무효에해당한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장의원은최근

4년간 세 번의 선거를 집중적으로 치러

선거관련법률규정을잘알고있었던것

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선거회계

를잘알지못하는황씨를책임자로신고

하고 아내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는데 동

조한죄질이가볍지않다고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회계

책임자로신고한황씨가아닌아내를통

해선거비용 4400여만원을지출한혐의

로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계책임자 황모(24)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장 의원의 아내(53)

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원심대로

선고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박병칠)

는고길호신안군수에대한선거법위반

혐의고발사건과관련 재정신청을기각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

록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

분이정당한것으로봤다

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

두고허위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낸혐

의로고발돼불기소처분을받았다

고발인측은검찰항고에이어재정신

청을했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고소고발인이피고소인을재판

에부쳐줄줄것을고등법원에요청하는

제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신안군수불기소처분정당

선거법위반고발재정신청기각

회계책임자아닌아내통해선거비용지출

여수시의원항소심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유채꽃만발영산강변

여수서음주운항의혹

관리어선화물선충돌

1명 숨지고 1명 실종

오늘의날씨

90

20

20

�생활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 북동동 152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5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2040 북동동

파고()
1020
1525
1025
204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530 북동동 2030

�물때

목포
0834 0102
2056 1420

여수
0344 1022
1619 2217

밀물 썰물

�주간날씨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 � � � � � �
612 621 919 819 922 1218 1121

광 주가끔흐리고비

목 포가끔흐리고비

여 수가끔흐리고비

완 도가끔흐리고비

구 례가끔흐리고비

강 진가끔흐리고비

해 남가끔흐리고비

장 성가끔흐리고비

나 주가끔흐리고비

1117

914

1013

1014

1015

1014

1015

815

917

913

1014

917

1016

915

915

911

1015

가끔흐리고비

가끔흐리고비

가끔흐리고비

가끔흐리고비

가끔흐리고비

가끔흐리고비

가끔흐리고비

가끔흐리고비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604

해짐 1903
�� 0158

�� 1255

수면

운동

빨래

벚꽃엔딩

저기압영향을받아흐리고아침부터가끔비가오겠
다 예상 강우량은 1040

멸종위기종 1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