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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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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단체장(취임일) : 이성헌 ('22. 7.) 민선 8대
시군담당자 :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02-330-1860
자매결연일 : ‘13. 2. 5.

일반현황

구분 현황 구분 현황

인구수 305,443명 세대수 143,720세대

면　적 17.61㎢ 행정구역 14동 515통 3,685반

공무원수 1,367명 기초의원 15명

학교수 79개소 재정규모 6,908억원

상징물

조(鳥) : 까치
화(花) : 장미
목(木) : 소나무

국내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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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木) : 소나무

지역특성

안산 백련산 등 자역녹지 공간이 풍부한 전형적인 주거지연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북권의 중심지역
연세대, 이화여대 등 명문대학이 밀집된 교육과 문화의 도시

교류내역

2013.02.05 장흥군↔서대문구간 자매결연 체결
2013.02.05 ~ 02.06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3.07.26 ~ 07.27 정남진 장흥 물축제 참여
2013.09.12 ~ 09.13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3.09.28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참여
2014.1.23~1.24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4.8.1~8.7 정남진 장흥 물축제 참여
2014.8.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참여
2014.9.2~9.3 설맞이 직거래 장터 참여
2014.11.5~11.6 서대문구 공무원 축구동호회, 장흥군 방문
2015.2.12~2.13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5.5.21~5.22 장흥군 공무원 축구동호회, 서대문구 방문
2015.7.31~8.1 정남진 장흥 물축제 참여
2015.8.14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참여
2015.9.22~9.23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2016.2.2~2.3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6.7.9~7.10 신촌 물총 축제 참여
2016.7.29~7.30 정남진 장흥 물축제 참여
2016.8.14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참여
2016.9.8~9.9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6.9.29~9.30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참여
2016.10.13~10.14 서대문구↔장흥군 공무원 축구동호회 교류
2017.01.23~24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7.7.29~7.30 신촌 물총 축제 참여
2017.08.14~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참여
2017.09.26~27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7.11.09~10 장흥군 공무원 축구동호회, 서대문구 방문
2018.7.27.~7.29. 정남진장흥물축제 참여
2018.10.8.~10.9.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참여
2018.10.10.~10.11.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2019.1.29. ~ 1.30. 서대문구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9.6.27. ~ 6.28. 서대문구↔장흥군 공무원 축구동호회 교류
2019.7.26. ~ 7.27.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초청
2019.8.14. 서대문독립민주축제 방문
2019.9.3. ~ 9.4. 서대문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여
2019.10.7. ~ 10.8. 2019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초청
2020.1.14.~1.15. 서대문구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여(장흥군 5개 업체)
2022.3.26.~5.21. 2022년 자매도시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목록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jeongnamjin/sisterhood/domestic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RESERVED.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목차
	국내자매결연
	서대문구
	첨부파일(2)

	서대문구
	일반현황
	상징물
	지역특성
	교류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