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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작] 건강[최우수상작] 건강美⼈美⼈! 해양치유의 섬, 완도의 비밀(..! 해양치유의 섬, 완도의 비밀(..
2019-05-22

[최우수상작] 건강[최우수상작] 건강美⼈美⼈! 해양치유의 섬, 완도의 비밀(..! 해양치유의 섬, 완도의 비밀(..

[대상수상작] 완도에서 힐링이 필요해(박예송) _ 4[대상수상작] 완도에서 힐링이 필요해(박예송) _ 4

완도 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대상수상작입니다. 김태현 : 우와~! 쨔안!! 관광객1 : 해수 사우나를 안 할

수가 없죠! 해수는 피부질환, 관절염, 재활에도 효과적이거든요! 김태현 : 벌써부터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요? 관광객1 : 그리고 해수외에도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있어요. 김태현 : 다른 해양자원이요?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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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수상작] 완도에서 힐링이 필요해 (박예송) _ 3..[대상수상작] 완도에서 힐링이 필요해 (박예송) _ 3..

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대상수상작입니다. 김태현 : 우와..저분은 누구시죠?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굉장

히 빠삭하게 알고계시네요. 관광객1 : 저희 어머니세요. 관절염에 걸리신 이후 건강과 관련된 일들에 관심이 많아지

셨거든요. 그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겠다, 짐 내려놓고 직접 체험해보러 갈까요? 김태현 :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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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작입니다. 가자! 완도를 향해! 완도에서 힐링이 필요해 -완도 해양치

유산업 웹툰- 김태현 : 여기가 완도...! 우와~ 해양치유산업을 유치한 지역답게 바다풍경이 아름답구나! 여기라면 재

활치료도 잘 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걸.. 어디보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더라...으앗! 쿵! 김태현 :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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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수상작] 완도에서 힐링이 필요해(박예송) _ 1[대상수상작] 완도에서 힐링이 필요해(박예송) _ 1

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대상수상작 입니다. 사회자 : 김태현 선수 훌륭한 후려차기 기술을 선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답게 실력이 대단합니다! 관중: : 와-아 사회자 : 시합종료! 김태현 선수 금메달! 금

메달입니다! NEVER SPORTS 헤드라인 뉴스 태권도 선수 김태현 교통사고로 부상, 현재 회복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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