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19일일 07시시 31분분



2
3

목차목차

목차

보도자료



군정정보 > 새소식 > 보도자료

2023-05-17

완도군, 다시마 수확철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425명 ..완도군, 다시마 수확철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425명 ..
2023-05-17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전라남도 체육대회서 종합 1위 달..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전라남도 체육대회서 종합 1위 달..

완도군, 200만 도민 화합의 장 ‘전라남도 체육대회’..완도군, 200만 도민 화합의 장 ‘전라남도 체육대회’..

종합 1위 여수시, 2위 광양시, 3위 목포시 완도군 종합 5위로 역대 최고 성적 기록, 입장상·성취상도 수상 전남 완도

군에서 설군 이래 최초로 개최된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지난 15일 폐회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마무리

했다.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청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지난 12일부..

2023-05-17

완도 금일 명품 다시마 우수성 알리는 축제 열려완도 금일 명품 다시마 우수성 알리는 축제 열려

다시마 슬라이딩 등 이색 프로그램 눈길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다시마의 고장‘ 금일읍에서 

지난 5월 13일 ’해, 바람, 바다 그리고 다시마‘라는 주제로 「제14회 금일읍 다시마 축제」가 열렸다. 축제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신의준, 이철 도의원,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들과 최재성..

2023-05-17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12일 완도군에서 개막‘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12일 완도군에서 개막

선수·임원단 등 7천여 명 참가, 24개 종목에서 실력 겨룬다! VR 스포츠 체험, 스탬프 랠리 등 다양한 체험·이벤트 준

비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5월 12일 완도 공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청정

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대회는 육상, 축구 등 24개 종목에 선수..

2023-05-13

완도군,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화 채화’로 대장정 돌입..완도군,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화 채화’로 대장정 돌입..

장도 청해진 유적지에서 채화, 12개 읍면서 봉송 진행 200만 전남도민이 화합하는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월 11일 오전 9시 완도군 장도 청해진 유적지에서 채화됐다. 완도군은 설군(1896년) 이래 

처음으로 군에서 개최되는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2023-05-11

완도군,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완도군,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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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완도군,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

전년 대비 개별 주택 가격 3.13%·공동주택 4.71%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 27일 조정 공시 완도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18,322호에 대한 개별 주택 가격 및 3,474호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군에 따르

면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

2023-05-11

완도군, “정원 페스티벌에서 힐링하세요!”완도군, “정원 페스티벌에서 힐링하세요!”

1차 행사 성황리에 종료,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호평 2차 행사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해변공원 일원에서 진행 

완도군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일부터 15일까지 2차 행사가 

진행된다.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함께 열리는 2차 행사 기간에는 1차 행사와 마찬가지로 난대 ..

2023-05-11

완도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벤트 진행완도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벤트 진행

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 및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증정 완도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 등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벤트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해양기후치유센터에서 이뤄지며, 5월 중 매주 토․일요 일에 진행된

다. ..

2023-05-11

2023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8만 명 다녀가 ‘성황..2023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8만 명 다녀가 ‘성황..

청산 완보,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달팽이 엽서 등 인기 지난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된 ‘2023 청산도 슬로걷

기 축제’에 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축제는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라는 주제로 개최됐

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를 걷는 ‘청산 완보’에 1,628명이 참여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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