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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김종원 조회수 44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해양공원 일대에 전남 최초로 음식점 단속용 다목적 CCTV
를 설치하고 음식점 호객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해양공원 일원 음식점은 영…
업소간 과..

여수시, 해양공원 내 음식점 호객행위 근절 ‘CCTV 설치’

2023-05-25

교통과 탁화정 조회수 113

정기명 여수시장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약으로 치켜든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이 2024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
료..

여수시, 2024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

2023-05-24

산단환경관리과 곽원준 조회수 75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3일 GS칼텍스 2공장에서 여수국가산단 내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여수시…
는 ‘..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실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펼쳐

2023-05-24

산업지원과 안주혜 조회수 191

전남 최초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인 ‘여수산단행복세탁소’가 지난 22일 개소
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여수미래혁신지구 내…
위치한 ..

여수시, 전남 최초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개소

2023-05-23

안전총괄과 문경환 조회수 122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3일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재난대응 안
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여수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실시

2023-05-22

관광과 김다흰 조회수 207

여수항에 올해 두 번째 국제 크루즈선 ‘르솔레알’호가 21일 오전 6시에 입항했다. 시
에 따르면 ‘르솔레알’호는 1만900톤급 럭셔리 크루즈로 유럽권 승객 등 400여 명…
을..

여수항, 1만900톤급 국제 크루즈선 ‘르솔레알’호 입항

2023-05-22

총무과 최진열 조회수 186

여수시-남해군 해저터널 조기착공 및 성공염원 친선교류 행사가 19일 오전 남해군
스포츠파크 야외조각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남해군 해저터널 조기착…
공을 염원하기 ..

여수시-남해군 해저터널 조기착공 염원 친선교류 행사 가져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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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전대근 조회수 160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3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이…
번 평가..

여수시,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쾌거

2023-05-18

건설과 김동언 조회수 242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연등천 주변지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연등천 저
류지’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5…
년..

여수시, 하천 재해예방 ‘연등천 저류지’ 연내 착공…389억원 투입

2023-05-17

여수시체육회 　 조회수 226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2일부터 완도군에서 열린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2017년 이후 6년만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남체…
전..

여수시,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종합 ‘우승’…6년 만에 재탈환

2023-05-16

해양정책과 오종혁 조회수 163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새롭게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
회재단)에서 여수광양..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새롭게 시작한다

2023-05-16

교통과 류주현 조회수 309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6일부터 선소대교를 운행하는 85번 노선을 신설 운행
한다. 신설된 85번은 화장동차고지→죽림지구→부영여고→장성마을→선소대교→웅천…
지웰A→웅천포레나..

여수시, 선소대교 운행 시내버스 노선 신설

2023-05-15

섬발전지원과 이귀자 조회수 255

- 섬종합발전계획 등 여수 섬 지역 SOC 확충 나서 -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및 소외도서 신규노선 확보 - 주민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어촌뉴딜…
300사..

여수 365개 섬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으로...‘섬 가꾸기 총력’

2023-05-14

총무과 박지호 조회수 166

“시민 한분 한분과 나눈 대화, 여수시를 위한 진심어린 조언, 가슴깊이 새기고 명심하
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0일…
화정면을..

정기명 여수시장 “시민과의 대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

2023-05-12

자원순환과 서예현 조회수 178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
정위원회를 위촉하며 입지 선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
청 ..

여수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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