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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의관매도는조도군도의중심섬인하

조도(下鳥島)에서 남쪽으로 23km 지점에

있다독거도를중심으로형성된독거군도에

포함되며 면적은 573 해안선 길이는 17

0km이다 인접한 각흘도항도방아섬(방

에섬)은썰물때관매도에연결된다

1년 전세월호참사로인해내방객은급감

했으나 지난 2013년 13만1032명이 찾을 정

도로 매력적인 곳이다 진도항에서 하조도

창유항을거쳐관매도에도착하는선박이하

루 2차례 있고 1시간30분이 소요된다는 점

을감안하면상당한수치다

진도군은 2019년까지 관매도를 대상으로

탐방로 등 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을 벌여

100만명유치를목표로하고있다

다도해 절경 관매 10경숨겨진 자원

들관매도 안에는 관매리관호리장산평

의세마을이있다 현재 148가구 239명이살

고있다 거주인구는매년감소추세이며 여

성과고령자의비중이크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수령 약 300년의 천연

기념물 제212호 관매도 후박나무(2주)와 면

적만 6만3450에이르는제505호동거차도

페페라이트(용암과퇴적물의불규칙한덩어

리들이 함께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퇴적암)

이 있다 지방지정문화재로는 무형문화제

제40호 조도닻배노래가전해진다 후박나무

를 성황으로 모시고 당제를 지내 왔으나

1976년 당집을 헐어낸 이후 당제를 지내는

풍습은사라졌다

지질은 산성화산암류와 능주층군으로 이

루어져 있다 관매산(219m)을 최고봉으로

섬의대부분이산지로돼있는데 북서쪽해

안을제외하면해안의대부분이암석해안을

이루고있다 따라서남쪽에는절애(絶崖)가

잘발달해있고 암벽에는해식동이많다 북

서쪽으로는 모래사장이 3km 정도 펼쳐져

있고 모래사장 뒤로는 작은 평야가 나타난

다

원추리참나리바위채송화해국등이자

생하며 어류로는 멸치돔아나고농어우

럭등이잘잡힌다주민들은전복백합톳

미역등을양식하고있다

비교적 작은섬인관매도는 10경으로 유

명하다 동서로 3km에 이르는 백사장과 인

근 3만평의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 1경 관매

도 해수욕장에서 제2경 방아섬(남근바위)

제3경 돌묘와 꽁돌 제4경 할미중드랭이굴

제5경하늘다리 제6경서들바굴폭포 제7경

다리여(사리 때만 수면 위로 드러남) 제8경

하늘담(벼락바위) 등이있다 당초 8경이었

으나 최근 제9경 독립문 제10경 구성바(30

m의암벽)이추가됐다

민박 32개소가 유일 숙박시설 접근성

취약관매도를찾은내방객은 32곳의민박

(183실)과 3곳의 음식점에서 숙식을 해결해

야 한다 그만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

미다 관매초교와 조도중 관매분교가 있었

지만 2012년과 2009년 학생이 없어 각각 폐

교조치됐다 관광안내소 보건진료소 파출

소출장소 마을회관등의공공시설이있다

외지인과연계되는항구는지방어항인관매

항과소규모어항등 2곳이있으나진도항으

로부터 1시간이 소요되는 관매도의 접근성

은취약할수밖에없는 실정이다 노인회가

입자가 126명에 달해 전체 거주인구의 절반

을 넘어서고 청년회나 부녀회의 회원은 각

각 12명과 18명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가

고싶은섬 가꾸기사업을추진하기어려운

현실도있다

하지만관매도가가진자원의풍부함은이

러한 약점을극복하기충분하다는 것이진

도군의 입장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하드

웨어(시설)만이 아니라주민역량강화를위

한 소프트웨어 부분에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리더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가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머물고 싶

은 섬으로진도군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40억원의예산을투입

할 예정이다 시설물 보수(5억원) 명품경관

조성(5억원) 힐링로드(2억원) 폐교 캠핑촌

조성(10억9600만원) 등 하드웨어 사업에 22

억9600만원을 주민 역량 강화(4억8000만

원) 홍보 마케팅(5억3000만원) 관광콘텐츠

개발(6억9400만원) 등소프트웨어사업에17

억400만원을각각투입할예정이다

특히관광콘텐츠개발사업이주목을받고

있다 진도군은 문학음악요리사진미술

등 5개분야에작가와함께하는섬여행 세

프와함께하는식도락여행 섬마을갤러리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또 관매

도에 대한 인지도 확산 지역 명소화 전국

명소화 등의 연차별 홍보 전략 방안도 내놓

기도했다

생태탐방로를 연계한 관광거점을 조성해

외지인들의 방문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

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주민 및 외지

인들의 재방문을 유도한 뒤 쾌적한 공기와

천혜의 자연을 유지보존해 머물고 싶은 섬

으로만들겠다는것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쪽빛바다와다도해가한눈에내려다보이는관매도 10경중제5경인하늘다리

10景 빛나는다도해해상공원의진주

관매도해수욕장인근에조성돼있는소나무숲 면적이 3만평

에달한다

세마을 148가구 239명 거주

백사장소나무숲등절경

세월호참사전年 13만여명찾아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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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전남도선정 가고 싶은섬

 진도 관매도

<15>

관매도돌담길

2019년까지 40억 들여 5개 사업

100만명 찾는섬만들기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