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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민·형사상 책임 등)는 전적으로 게시자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노출 시에는 즉시 삭제됩니다.

2023년도 5월 셋째주 군정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입니다. - 헤드라인1. 보

성군,  세계차 정상회의 대표단과 보성차 글로벌화 회담 첫 소식입니다. 보성군이 세계차 정상

회의 대표단과 ‘보성차 글로벌화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 VCR PLAY 세계 차 대표단은 보성

차 글로벌화 회담장에서 세계 차 산업의 방향성,  수입 현황,  보성 차 글로벌화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제 차위원회 이안 깁스 회장은 “보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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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월 넷째주 군정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넷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입니다. - 헤드라인1. 보

성군 차문화·차예절 경연대회 참가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보성군이 ‘학생 차예절& amp;다

례 퍼포먼스 경연대회’를 5월 6일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에 개최합니다. - VCR PLAY ‘학생 

차예절& amp;다례 퍼포먼스 경연대회’는 우리 전통문화인 차(茶) 예절을 알리고 차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연 심사 기준은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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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월 둘째주 군정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입니다. - 헤드라인1. ‘제1

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D-30일 붐업 페스타 성료 첫 소식입니다. 보성군이 보성세계차엑스

포 D-30일을 앞두고 사전홍보행사로 서울 경희궁에서 ‘붐업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 VCR 

PLAY 이번 붐업 페스타에서 보성군은 고려시대 왕의 차로 알려진 ‘뇌원차’ 진상 행렬과 진상

식을 재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렬단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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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월 다섯째주 군정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다섯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입니다. - 헤드라인1. 

보성군,  구호물품 튀르키예로 출발! 첫 소식입니다. 보성군이 전 군민과 함께 모은 구호 물품 

300여 박스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보냈습니다. - VCR PLAY 이번 모집된 구호 물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요청한 품목들로 방한 의류 및 장갑 등 총 301박스로,  지역 기관·
사회단체가 함께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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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월 셋째주 군정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입니다. - 헤드라인1. 보

성군,  전통차와 차음식 만들기 체험 관광 각광 첫 소식입니다. 보성군이 ‘농업유산 전통차 만

들기 체험관광’을 추진합니다. - VCR PLAY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농업유산 체험관광’
은 계단식 농업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며,  차 만들기,  차 음식 체험,  족욕

체험, 찻잎따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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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월 다섯째주 군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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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월 다섯째주 군정뉴스

보성군정뉴스 시그널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다섯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

입니다. - 헤드라인1. 보성군, 구호물품 튀르키예로 출발! 첫 소식입니다. 보성군이 전 군민과 

함께 모은 구호 물품 300여 박스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보냈습니다. - VCR PLAY 이번

모집된 구호 물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요청한 품목들로 방한 의류 및 장갑 등 총 301

박스로, 지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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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월 셋째주 군정뉴스

보성군정뉴스 시그널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입

니다. - 헤드라인1. 보성군, 어업인초청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 설명회’ 개최 첫 소식입니다

. 보성군이 관내 어업인 등 수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찾아가는 해양수산사업 설명

회’를 개최했습니다. - VCR PLAY 이번 설명회는 관내 어업인 및 수산관련단체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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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월 첫째주 군정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첫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입니다. - 헤드라인1. 보

성군,  2023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개최 첫 소식입니다. 보성군이 제11회 보성세계차엑

스포를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합니다. - VCR PLAY 올해 행사는 한국차문화공원, 

보성읍, 벌교읍, 율포해변 등 보성군 일원에서 통합축제형 엑스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고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엑스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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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월 다섯째주 군정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다섯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입니다. - 헤드라인1. 

보성군, 신년 현충탑 참배로 새로운 도약 결의 다져 첫 소식입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부서장 등 150여 명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보성현충탑을 참배했습니다. - VCR PLAY

이날 참배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보성군 발전을 위한 각오와 굳

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올해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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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2월 다섯째주 군정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다섯째 주에 전해드리는 보성군 소식입니다. - 헤드라인1. 

보성군,  2022 지방자치정책대상 행안부장관상 수상 첫 소식입니다. 보성군이 ‘2022 대한민

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고 대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VCR PLA

Y 보성군은 지역 특성을 담은 브랜드 시책 ‘보성 600사업’ 추진으로 이번 대상을 수상했습니

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강화 및 지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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