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5월 5일 화요일제19985호�� 진도완도해남
������
전남

진도서망항이갓잡아온봄꽃게로풍

어를이루고있다

4일 진도군수협과 꽃게잡이 어민들에

따르면 조도면 외병내병도 일원에서 끌

어올리는 그물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로

가득하다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여 척

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해 척당 200

250의꽃게를잡고있다

진도해역꽃게어획량은▲2009년 243t

(34억원) ▲2010년 769t(97억원) ▲2011년

930t(142억원) ▲2012년 890t(132억) ▲

2013년 846t(130억)으로급증했다 지난해

는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165t(39억)

에 그쳤으나 올해는 3일 현재 166t(34억

원)을 위판했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

를차지하는진도군수협을통해하루위판

되는 물량은 810t 규모로 위판 가격은

당 3만5만원이다

올해봄꽃게풍어는조도면해역에냉수

대가형성돼플랑크톤등먹이가풍부하고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환

경이 좋았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중적조가발생하지않는청정해역인진

도는지난 2004년부터바닷모래채취금지

로꽃게최적의서식여건이조성됐다

김영서 진도 꽃게 통발협회장은 요즘

꽃게가워낙많이잡혀새벽부터작업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봄이 되면 진도 앞바

다는알이꽉찬봄꽃게가풍어를 이루며

만선을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활짝 웃었

다

한편알이통통하게올라미식가식욕을

한껏 자극하는 진도 꽃게는 꽃게찜 탕

무침 간장 게장 등으로 인기가 전국적으

로높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봄꽃게 풍어진도 서망항 모처럼 웃음꽃

지난3일진도군서망항꽃게위판장에서갓잡은꽃게분류작업이한창이다 진도인근해역꽃게어획량은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의여파로 165t(39억원)에그쳤으나올해는현재까지 166t을기록하는등평년수준인800900여t을회복할것으로예상된다

작년세월호여파 165t 그쳐

올들어벌써 166t 위판고

평년 900여t 수준 회복할듯

해남군 옥천면 성산영춘

흑천마을에소재한 옥천고분

군(古墳群)<사진>이 전남도

기념물제248호로지정됐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옥천

고분군은 3기로 이뤄진 6세기

삼국시대 고분으로 고분군과

출토 유물이 역사학술적 가

치가 커 지난 1월 기념물 지정

을위한고시를한바있다

국립 광주박물관과 동신대

박물관에서 시행한 2차례 발굴조사와

2013년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1호

분 석곽묘는 내부 목관과 외부 석곽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로 3호분은 삼국시대

횡구식 석실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중요

한유적으로가치를인정받았다

1호분 석곽 안팎에서 토기와 함께 금장

식 은제 곡옥(曲玉)과 신라양식이 가미된

가야토기 신라양식의토우가장식된서수

형 토기(瑞獸形 土器) 왜계의 조개 팔찌

등이 출토됐다 출토유물은 해남세력의

백제 신라 가야왜(倭)와의정치적 경제

적교류또는 교역관계를입증할수있어

그학술적가치를크다는평가를받았다

군은 앞으로 미발굴된 2호분과 확인되

지않은 3기에대해학술조사를병행해나

가는한편국가지정문화재도신청해나갈

계획이다 해남박희석기자dia@

진도군보건소와진도군내중학교가청

소년건강증진활동을전개한다

진도군보건소와진도군내중학교는지

난 1일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학교

폭력과 청소년 우울증 흡연으로부터 청

소년을 지켜내기 위한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식 후 흡연의

폐해 및 심각성을 알리는 금연 선포식과

금연퍼포먼스등의행사도진행됐다

군 보건소와 군내중은 이번 업무협약

을통해학생들의건강에대한가치와책

임의식을 함양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금연스쿨 운영 및 청소년 마음 들어주기

프로그램을지원할계획이다

이번 협약 내용은 ▲학생교사학부

모지역주민 대상 금연상담교실 금연클

리닉운영▲흡연으로인한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편견해소및 치료

적접근기회확대▲청소년의정서발달과

금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을 주된 내용

으로하고있다

진도군보건소관계자는이번협약을계

기로신규흡연자를차단하고 정신건강고

위험학생에대한집중적관리로미래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

인으로 양성하는데 앞장서나갈 계획이다

고강조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바다를 무대로 맹활약한 해상영웅

장보고대사와충무공이순신장군을테

마로한특별전시회가완도에서열린다

완도군은지난 1일부터 2016년 4월 30

일까지장보고기념관에서 장보고와이

순신이라는주제로 특별전을개최한다

특별전은 ▲장보고와 불교문화 ▲장

보고와 청해진 ▲이순신과 고금도 ▲이

순신과진린등의소주제로나눠 20여점

의유물과20여개의패널을선보인다

완도는장보고대사가태어난곳이며

고금도는 이순신장군이 명량해전(1597

년)이후 1598년 2월 이곳에 수군본영을

설치해 수군을 훈련하고 전선(戰船)을

건조수리하는 등 군비(軍備)를 재정비

해왜적의침입을물리쳤던곳이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군영이기도 한

고금도는 1598년 11월 19일노량해전에

서장군이순국하자본영이었던이곳에

이순신의유해를 83일간임시안장한후

이듬해에 충남 아산(현충사 근처)으로

옮겨졌다 이순신장군이안장되었던고

금도충무사월송대자리에는아직도장

군의 기(氣)가 살아있어 풀이 자라지 않

는다고한다

장보고유적 관리사업소 김관용 소장

은 완도와특별한인연을맺고있는두

해양 영웅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재

조명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라

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서남해안 완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해상

무역을 주름잡았던 장보고대사의 해양

개척정신과남해안일대에서일본군과

해전을 벌여 연전연승의 신화를일구어

낸 이순신 장군의 해양수호 정신을 엿

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신소득작목인울금을집중육성해농가

소득향상에주력하고있다

군은 올해아열대작목인울금재배면

적 확대를 위해 6농가(06)를 선정 시

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관내 울

금은약 30가량재배되고있으며 향

후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10로 육성

할계획이다

다년생식물인울금은원산지가아열

대로 고온 다습한 곳에 자생하며 커큐

민(13%) 정유(15%) 녹말(30

40%)을 함유하고 있어 간장 강화와 항

암효과 및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 특

히 당뇨병과 심장질환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울금은아직까지병해충이관찰된

경우가 없어 친환경(무농약 이상)재배

가가능한작목으로소비자의수요가증

대되고 있다 아울러 울금 식품가공 클

러스터사업단과 연계해 지역 전략작목

으로육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위윤열 소장은

힐링시대 소비자 수요에 맞춰 울금 재

배면적 확대시범사업을통해 재배면적

을확대해나갈것이라며 새로운아열

대 작목을도입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

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소방서(서장 이맹로)는 어린이

날을 맞아 5일 해남 군민광장에서 119

가족안전체험장을운영한다

119 가족안전 체험장에서는 ▲어린이

화재예방교육 및 119신고방법 ▲심폐소

생술및응급처치법▲연기소화기를활용

한소화기사용법▲소방장비전시및소

방관복장착용등을직접체험할수있다

해남소방서관계자는 어릴적부터화

재예방교육을통해화재에대한경각심

을 높이고 안전체험 등을 직접 해봄으

로써 안전이 최선이라는 의식을 함양할

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dia@

완도군울금소득작목본격육성

시범재배 6농가선정재배면적 10까지확대

장보고대사이순신장군테마특별전

완도장보고기념관 40여 유물패널전시

해남소방서어린이날 119 가족안전체험장 운영

6세기 삼국시대유물다량출토

해남 옥천 고분군 전남도 기념물지정

진도군보건소군내중학교

흡연예방청소년건강증진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