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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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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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조성면 마음 숲 마을 배움터 사랑의 딸기 수제…
11:19 :32

보성군, 조성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대문 명패 만들기…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가족 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공연(문화관광과)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가족 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공연 어린이 필독 도서 ‘만복이네 떡집’ 뮤지컬로 만나요!

보성군은 오는 6월 1일 저녁 7시 30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족 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공연을 선보인

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보성군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

며, 문화체육관광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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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안전건설과)

보성군,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확보 보

성군은 지난 23일 5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

23년 재난관리평가’는 전국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지자체 243, 중앙행정기관 29, 공공기관 66)을 대상

으로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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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 여성자원봉사회 60가구 사랑 담은 밑반찬 나눔(벌교읍)

보성군은 지난 18일 벌교읍 여성자원봉사회가 벌교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담은 밑반

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는 벌교읍 여성자원봉사회 회원 21명이 참여했으며,  열무

김치,  장조림 등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소외계층 60가구에 전달하며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폈다. 벌교여성자

원봉사회 김미숙 회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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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득량면 장미향에 물들다! (득량면)

보성군,  득량면 장미향에 물들다! 화사한 장미가 활짝! 신록의 계절을 맞아 보성군 득량면 예당 중수문 제방 

둑길에 활짝 핀 장미꽃을 보러 가족,  연인,  친구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득량면 예당 중수문 

제방 둑길은 득량만 도로변 2.7km 구간에 장미 꽃길이 펼쳐져 있다. 또한, 예당 간척지를 따라 황금보리 풍광

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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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보성군, ‘주민 생애사’ 예술로 담다! 향토 문화 방언 보존 기대(노동면)

보성군,  ‘주민 생애사’ 예술로 담다! 향토 문화 방언 보존 기대 노동면 56가구 주민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사진

전 개최 보성군은 오는 7월 말까지 노동면 복지문화센터에서 ‘마을주민 생애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 생애사’는 노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시 작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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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겸백면-고흥군 풍양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겸백면)

보성군 겸백면-고흥군 풍양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로 상생·균형 발전 응원

보성군은 지난 19일 보성군 겸백면과 고흥군 풍양면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

과 상생·균형 발전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겸백면 직원 15명과 풍양면 직원 15명이 상대 지

자체에 교차 기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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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보성군협의회, ‘주민 안전의식 향상 교통 캠페인’ 전개(총무과)

바르게살기운동 보성군협의회,  ‘주민 안전의식 향상 교통 캠페인’ 전개 보성군은 지난 19일 바르게살기운동 

보성군협의회(회장 진홍구)주관으로 ‘주민 안전의식 향상 교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보성경찰서, 바르게살기운동 보성군협의회 3개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보성군청에서부터 보성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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