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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접시위에 붉은빛 생선회가 플레이팅 되어있다.

넙치넙치

혀끝에서 살살녹는 넙치맛 보러 가자!

넙치는 주요 해수 양식 대상 어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주로 회감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꼬리를 먹어야 넙치맛을 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생선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게 넙치다. 다른 활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좋기 때문이다. 머리를 맑게하는 넙치회 한접시를 먹고나면 혀끝

에서 살살녹는 그맛을 오랫동안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푸른빛의 길쭉한 삼치

삼치삼치

몸이 가늘고 길어 날씬한~ 팔등신미인물고기 삼치!삼치는 맛이 단백하여 회감용 뿐만 아니라 소금구이, 튀김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몸은 가늘고 길며 측편해 있고 극히 작은 비늘로 덮혀 있다. 몸의 옆구리에는 회색의 반점이 7~8줄 세로줄로 흩어져있다. 양턱의 이빨은 창 모양으로 구부러

졌고, 날카로우며 두개골에는 융털모양의 이가 있고, 혀위에는 이빨이 없다. 4~5월에 내만에 올려와 산란을 하며 적합한 산란수온은 10도~20도 이며 알은

부유성으로 직경 1.5mm이다. 난소내의 알은 일시에 성숙되지 않으며 치어도 양턱에 발달한 이빨을 가진다. 

부례는 없으나 능히 수직운동을 한다. 여름에는 얕은 곳, 겨울에는 깊은 곳으로 옮겨산다. 난류에서 살고 외양을 유영하는데 늦은 봄 산란을 위하여 연안에 모

인다. 그래서 봄의 생선이라고 하여 춘어라 부르게 됐고 가을, 겨울철에도 맛이 좋다. 깊은 바다를 잠수정처럼 초고속으로 헤엄쳐다니고 때로는 해면 2~3m나

비상하기도 해 투지만만한 미인 수영선수에 비유 할 수 있다.

흰색의 생선회가 접시위에 놓여져있다.

감성돔감성돔

바다를 닮은 향긋한 맛 바다의 뒤공자 감성돔흑회색의 의젓하고 민첩한 외형에 강택이 나며 강한 힘을 가진 감성돔은 순발력과 지구력이 돔종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 

감성돔은 잡식성으로 시각, 후각, 청각이 발달하여 소음, 불빛, 그림자를 싫어한다. 감성동 무리 중 한마리를 잡아 올리다 놓치면 전체 무리가 도망을 치고 말

정도로 감성돔은 영리하고 까다로운 물고기이다. 감성돔의 수명은 15년 정도이며 60cm까지 성장한 기록이 있다.우리나라 근해에서 60cm이상의 대형급이

서식하는것도 확인되었다. 감성돔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수온은 12~24도 이다. 소위 대물이라 말할 수 있는 50~60cm급은 최소한 8년에서 10년은 넘은 감

성돔이다. 성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암컷이다. 이는 감성돔이 갖고 있는 생태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맑은 빛깔을 띄는 싱싱한 전복들의 모습

전복전복

단백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고급 영양 식품 전복옛 궁중요리에서 전복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맛과 영양면에서 다른 해산물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 전복은 각에서 내장까지 버릴것이 없으며, 전

복을 이용한 요리는 아주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생선복회는 전복을 깨끗이 씻은 다음 집어먹기 편하게 얇게 썰어 놓는 것으로 대중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때 전복의 똥이라 할수 있는 내장을 함께 내놓는 것이 통례로 이것을 먹어야 전복을 먹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은빛 김이 포장되어있는 완도김

완도김완도김

자연의 맛이 살아있는 아삭아삭 완도김완도일대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김은 냉동건조법을 사용하여 가공생산한 김으로 맛과 향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것이 특징이다. 

우리고장 김은 최고의 깨끗한 남해바다가 원산지로서 이곳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양식기술로 천연의 맛 그대로의 싱싱함을 김속에 담았다. 깨끗한 갯벌과 맑

은 바다는 우리고장의 자랑이며 어민들의 정성이다. 완도에서 돌김, 조미김, 김밥용 김 등의 맛을 느낄수 있다. 이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완도김을 식탁에

서 직접 즐겨 보세요.

기본현황 주요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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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의 미역이 놓여있다.

미역미역

청정해역의 싱싱함 다재다능 인기식품 미역
완도를 중심으로 전라남도의 남해안 일대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미역은 그 품질이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완도 미역에는 전통 옛맛이 살아 있습니다. 청정해역인 남해안에서 생산된 바다의 야채인 미역은 매우 위생적이며 10배로 불어나는 자른미역과 자연건조된 값

싸고 위생적인 돌각 실미역 등이 있습니다.

초록빛의 다시마가 채소들과 함께 놓여있다.

다시마다시마

바다의 영양소를 그대로 머금은 쫀득쫀득한 다시마 향기

검붉은 빛의 얇은 톳

톳톳

푸르름 속의 웰빙 푸드스토리 영양만점 톳!톳은 미역, 다시마와 더불어 사람에 유용한 식용해조류이다.

맑은 노랑빛을 띄는 멸치

멸치멸치

성인병을 예방하는 장수식품 칼슘의 왕! 멸치생후 약 6개월이지나 몸길이가 9cm로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해 지는데, 산란은 봄, 가을 2회에 걸쳐 대량으로 행하여진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널리 분포하여 큰것은 13cm에서부터 작은것은 1cm도 안되는 것도 있다. 7.7cm이상 크기를 대명이라고 한다. 멸치는 대부분

말려서 조림, 튀김 등을 하거나 국물을 내는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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