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별별다방] 캐릭터 확실한 유잼 도시, 아니
섬

2023-03-07 KBS광주
[한국인의밥상★풀버전] 장흥 특산물 표고
버섯, 키조개, 한우가 만든 맛의 트라이앵
글! 장흥삼합을 만나러 떠나본다. (KBS

20110324 방송)
2023-02-02 KBS다큐

이PD가 간다 : 풍성한 곳간 득량만 물길 따
라

2022-12-28 KBS 생생정보
이PD가 간다: 제철 수산물로 들썩이는 바
다, 그리고 낙지 천국 장흥 갯벌! [2TV 생생

정보] | KBS 221129 방송
2022-12-07 KBS 생생정보

서울의 광화문에서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정확히 동쪽에 위치한 곳, 맛과 멋, 경치와
삶이 만들어내는 전라남도 장흥의 아름다
움을 만난다 ㅣ 한국 재발견 (KBS

20120714 방송)
2022-12-07 KBS다큐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갔다가 어디가지?
2022-09-27 kbc광주방송

이 PD가 간다: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이 사
는 곳! 육포와 한과의 고장 장흥! [2TV 생생

정보] | KBS 220908
2022-09-27 KBS 생생정보

이 PD가 간다: 민물고기 천국 탐진강, 청정
갯벌 득량만이 있는 장흥, 가을 황금전어 잡
으러 장흥 앞바다로~[2TV 생생정보] |

KBS 220831
2022-09-27 KBS 생생정보

제목   검색

영상소식 > TV속의 장흥

장흥군 TV속의 장흥소식입니다.
TV 미디어에 소개된 장흥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별별다방] 캐릭터 확실한 유잼 도시, 아니 섬

이PD가 간다 : 풍성한 곳간 득량만 물길 따라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갔다가 어디가지?

TV속의 장흥

클라우드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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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180.210.115.176/jhnews/video
http://180.210.115.176/jhnews/video/tv
https://www.youtube.com/watch?v=rcGNAasZXHs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S%EA%B4%91%EC%A3%BC
https://www.youtube.com/watch?v=Zvb6OyZebqg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S%EB%8B%A4%ED%81%90
https://www.youtube.com/watch?v=UFuKzuguJ7k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S%20%EC%83%9D%EC%83%9D%EC%A0%95%EB%B3%B4
https://www.youtube.com/watch?v=_aqKkj-l87g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S%20%EC%83%9D%EC%83%9D%EC%A0%95%EB%B3%B4
https://www.youtube.com/watch?v=e8MWwrIDALk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S%EB%8B%A4%ED%81%90
https://www.youtube.com/watch?v=WNQs45q0mbM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c%EA%B4%91%EC%A3%BC%EB%B0%A9%EC%86%A1
https://www.youtube.com/watch?v=vi50rAyjdpI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S%20%EC%83%9D%EC%83%9D%EC%A0%95%EB%B3%B4
https://www.youtube.com/watch?v=Cp82BN0A7SU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S%20%EC%83%9D%EC%83%9D%EC%A0%95%EB%B3%B4
https://www.youtube.com/watch?v=6oH3lArFAUk
https://www.youtube.com/watch?v=ak8yZsDDDa4


이PD가 간다 : 장흥 물축제 - 살수대첩, 탐
진강 물고기 잡기, 득량만 키조개 채취, 장
흥 삼합 먹기 [2TV 생생정보] | KBS

220805
2022-09-27 KBS 생생정보

[남도지오그래피] 우리 동네 마실 돌기, 전
남 장흥｜KBS 220726
2022-09-27 KBS광주

[남도스페셜] 흐르는 물처럼, 전남 장흥 |
KBS 220525

2022-06-15 KBS광주
한국인의밥상] 사시사철 산물이 끊이질 않
는 장흥 득량만 사람들의 밥상 | KBS

20130620
2022-06-15 KBS다큐

노란 봄꽃의 향연... 유채꽃 만발한 전남 장
흥 / YTN

2022-05-09 YTN news

[6시내고향] 득량만 바다의 왕자,갑오징어-
전남 장흥｜KBS

2022-06-15 KBS광주

[생생 3도] 장흥의 봄은 붉다 | KBS
2022-04-20 KBS광주

쭈꾸미 장사만 17년! 내공이 보이는 쭈꾸미
숙회 | TV CHOSUN

2022-02-17 TVCHOSUN - TV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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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3도] 장흥의 봄은 붉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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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1_un2KrC68
http://180.210.115.176/jhnews/video/YTN%20news
https://www.youtube.com/watch?v=YLR72Zvx28Q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S%EA%B4%91%EC%A3%BC
https://www.youtube.com/watch?v=4EMG6fe4rgg
http://180.210.115.176/jhnews/video/KBS%EA%B4%91%EC%A3%BC
https://www.youtube.com/watch?v=HxuCAt-iq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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