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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 : ‘17. 4. 14. ~ 5. 7.(24일간)

❍ 장 소 : 완도항과 해변공원, 장보고유적지를 잇는 도 EXPO벨트

❍ 주 제 :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

❍ 내 용 : 전시행사, 체험행사, 수출상담회, 국제해조류학술회의

❍ 예매가격 : 5,000원 (현장 구입시 7,000원)

❍ 구 입 처 : 목원동행정복지센터( 즉시수령가능 )

=============================================================================

행정복지센터와 직원 기본현황 관내기관단체

동관내도 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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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andoexpo.com
2017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WANDO SEAWEEDS EXPO 2017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해상 전시관
2017. 4. 14.(금) ~ 5. 7. (일) 24일간
장소 : 완도항과 해변공원, 장보고 유적지를 잇는 완도 EXPO밸트
주제 :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
내용 : 전시행사, 체험행사, 수출상담회, 국제해조류학술회의
규모 : 전시관 5, 해조류체험장, 기업체 전시판매장 70부스
주최 : 전라남도, 완도군
후원 : 해양수산부

다시마, 미역, 김, 톳, 매생이 등 해조류가 중심이 되는 세계최초 해조류 박람회!
식량, 에너지, 신약 등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비즈니스형 산업박람회!
바다, 해조류의 모든것을 만나는 체험박람회!

2017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박람회장 조감도로 왼쪽부터 참여관, 바다신비관, 미래자원관, 건강인류관, 지구환경관, 해조류이해관, 바다물놀이체험장, 해조류체험
장, 각정체험 및 휴식공간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해상전시관
바다신비관(주제관) : 국내 최초 원통형 360도 워터스크린
바닷물을 분사하여 만든 워터스크린을 이용하여 신비로운 바닷속 입체영상을 구현

참여관 : 해조류관련 산업, 제품B2B, B2C 비즈팔라자

건강인류관 : 입체감이 가득한 팝업북 세계
입체적인 팝업북 형태로 인류와 함께해온 해조류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관

바다물놀이 체험장 : 온몸으로 느끼는 바닷물놀이

미래자원관 : 해조숲을 재현한 전복모향 실물 수조
전복수조를 통해 해조류 실물을 볼 수 있고 생활속에 활용되는 해조류 제품과 미래 산업을 소개

해조류 체험장 :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다양한 품종의 해조류를 직접 체험

해조류이해관 : 새롭고 놀라운 경험, 인터렉티브 미디어
인터렉티브 미디어 체험과 해조류의 생태에 관한 지식 습득이 간으한 교육관

각종 체험 및 휴식공간: 실물 해조류로 꾸며진 체험, 휴식공간

지구환경관 : 바다속으로 들어가는 VR체험
건강한 지구, 청정한 지구를 지키는 해조류를 재조명하는 전시관

(재)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55, 문학동 3층
TEL : 061-550-5047 www.wandoexpo.com

목록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www/introduce/mokpodong/mokwon/notice



	목차
	공지사항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할인판매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