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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보성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우리의 보성갯벌!

20 22-0 8-17

MBC 오매! 전라도 생방송 보성군 특산품 캐릭터 BS삼총사 출연

(남 사회자) 다음 스튜디오에 정말 어린이들이 좋아 할만한 캐릭터들이 보성에서 왔습니다. 

보성에서 올라오면서 그냥 제설작업 다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보성에서 핫한 스타라고

열기로 그냥 보성의 BTS급 보성의 특산물을 형상화한 BS삼총사 나와 있습니다. (남 사회자)

안녕하세요~ (BS삼총사)안녕하세요~ 우리는 BS 삼총사! (여 사회자..

20 21-0 1-0 8

보성덤벙이계승, 발전 展 : 三田 송기진

한반도의 독창적 도자제작방식 보성덤벙이 계승,  발전展 한반도의 독창적 도자제작방식 보

성덤벙이 계승,  발전展 전시기간: 2017.12.23.~2018.1.7. 전시장소: 봇재홀(봇재2층) 관람

시간: 오전10시~오후6시

20 17-12-28

첫차수확 시작

보성군 첫차수확 시작 지난 22일 회천면 화동마을 춘파다원에서 첫차수확이 시작 되었다. 20

13년 햇차 수확 시작

20 13-0 4-24

득량면 강골마을 쌀눈엿만들기 한창

강골마을 쌀눈엿 만들기 한창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강골마을 주민들이 쌀눈 엿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강골 쌀눈 엿은 득량 간척지의 명품 쌀과 조청과 엿기름 등 들어가는 재료도 마을에

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 지난해부터 전라남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수익 함게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강골마을 쌀눈엿 만들기

20 13-0 1-15

차밭설경

[동영상 설명] 차밭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12월 차밭 설경입니다. 촬영장소 : 대한다원 [내

용] 차밭 설경

20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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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회천면 쪽파수확 한창

회천면 쪽파수확 한창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회천면 일대에서 쪽파 수확이 한창이다. 회

천면 쪽파수확 한창

20 12-11-30

제암산휴양림의 여름

[동영상 설명]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암산 휴양림의 모습입니다.인터넷 예약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야영장은 물론 숲속의 집과 몽골텐트를 갖추고 있고 가족들을 위한 미니 풀장이 

있어 가족단위로 오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화면안의 QR마크를 스마트폰으

로 찍어보시면 더 많은 제암산 휴양림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본]스마트폰으로 QR..

20 12-0 8-0 2

백만송이 장미

[동영상 설명]득량면 방조제(2수문)를 따라 장비꽃이 활짝 폈습니다.  비록 꽃이 피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상쾌하게 해 주는것 같습니다. 늦여름과 가을이 되면 또

다시 코스머스와 갈대가 어우러지는데 드라이브도 즐기면서 계절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

니다.  [대본]득량면 중수문 장미꽃 만발, 도로변 3km구간에 피어난 2천그루의 ..

20 12-0 6 -0 7

보성녹차밭 홍보 영상

[동영상 설명]싱그러운 봄의 보성녹차밭 홍보영상으로 산비탈의 노차밭,  녹차 따는 장면,  녹

차밭의 관광객, 유기농 녹차밭, 10~11월의 녹차꽃이 보이는 차밭 영상물입니다.

20 12-0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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