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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KBC광주방송]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폐막..나...[KBC광주방송]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폐막..나...
2017-05-08

[목포MBC]발상의 전환..성공을 부르다[목포MBC]발상의 전환..성공을 부르다

[광주일보]완도 미래 밝힌 야심찬 도전...글로벌 해조류시장 선점[광주일보]완도 미래 밝힌 야심찬 도전...글로벌 해조류시장 선점

2017년 5월 8일 광주일보에 게재된 "완도 미래 밝힌 야심찬 도전...글로벌 해조류시장 선점" 보도 기

사입니다

2017-05-08

[아시아경제]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일일 최다관람 기록경신[아시아경제]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일일 최다관람 기록경신

2017년 5월 6일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일일 최다관람 기록경신" 보도 기사입

니다

2017-05-07

[목포MBC]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객 90만 명 돌파[목포MBC]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객 90만 명 돌파

2017년 5월 6일 목포MBC에 방송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객 90만 명 돌파 " 보도 기사입니

다

2017-05-07

[연합뉴스]완도해조류박람회 관객 목표치 초과…80만 명 방문[연합뉴스]완도해조류박람회 관객 목표치 초과…80만 명 방문

2017년 5월 5일 연합뉴스에 게재된 "완도해조류박람회 관객 목표치 초과…80만 명 방문" 보도 기사

입니다

2017-05-06

[아시아뉴스통신]비오는 날도 북적거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아시아뉴스통신]비오는 날도 북적거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17년 5월 5일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비오는 날도 북적거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보도 기사입

니다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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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연합뉴스]"어린이날 완도로 오세요" 해조류박람회 행사 풍성[연합뉴스]"어린이날 완도로 오세요" 해조류박람회 행사 풍성

2017년 5월 4일 연합뉴스에 게재된 ""어린이날 완도로 오세요" 해조류박람회 행사 풍성" 보도 기사입

니다

2017-05-05

[연합뉴스]완도해조류박람회 목표관객 60만 넘어 70만도 돌파[연합뉴스]완도해조류박람회 목표관객 60만 넘어 70만도 돌파

2017년 5월 4일 연합뉴스에 게재된 "완도해조류박람회 목표관객 60만 넘어 70만도 돌파" 보도 기사

입니다

2017-05-05

[아시아경제]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무료 전복시식…최고 인기[아시아경제]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무료 전복시식…최고 인기

2017년 5월 4일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무료 전복시식…최고 인기" 보도 기사

입니다

2017-05-05

[아시아경제]5월 황금연휴, 완도해조류박람회 관광객 북적[아시아경제]5월 황금연휴, 완도해조류박람회 관광객 북적

2017년 5월 2일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5월 황금연휴, 완도해조류박람회 관광객 북적" 보도 기사입니

다

2017-05-04

[광남일보]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60만명 돌파[광남일보]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60만명 돌파

2017년 5월 2일 광남일보에 게재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60만명 돌파" 보도 기사입니다

2017-05-03

[전남매일](표지특집) 완도 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전남매일](표지특집) 완도 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

2017년 5월 2일 전남매일에 게재된 "완도 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 보도 기사입니다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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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무등일보]완도해조류박람회 60만명 돌파 초읽기[무등일보]완도해조류박람회 60만명 돌파 초읽기

2017년 5월 2일 무등일보에 게재된 "완도해조류박람회 60만명 돌파 초읽기" 보도 기사입니다

2017-05-02

[업코리아]고향 사랑의 마음으로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이루자！[업코리아]고향 사랑의 마음으로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이루자！

2017년 5월 1일 업코리아에 게재된 "고향 사랑의 마음으로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이루자！" 보도 

기사입니다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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