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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철 2020.12.09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 업무협약식

※ 일시 : 2020년 12월 9일 (수) ※ 장소 : 무안군청 군수…

나상철 2020.11.20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식

※ 일시 : 2020년 11월 20일 (금) ※ 장소 : 무안국제공항…

나상철 2020.11.16

2020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포럼…

※ 일시 : 2020년 11월 13일 (금) ※ 장소 : 한국프레스센…

나상철 2020.11.16

도청소재지 시전환을 위한 지방자…

※ 일시 : 2020년 11월 12일 (목)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나상철 2020.11.09

양파기계정식 연시회

※ 일시 : 2020년 11월 6일 (금) ※ 장소 : 일로읍 복룡리 ※…

나상철 2020.11.09

무안양파 가공식품 중국수출 상차식

※ 일시 : 2020년 10월 30일 (금) ※ 장소 : 현경면 (주) 초…

고령농 벼 수확대행 현장 방문 농촌진흥청장 무안군 영농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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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철 2020.10.13

※ 일시 : 2020년 10월 13일 (화) ※ 장소 : 일로읍 용산리…

나상철 2020.09.25

※ 일시 : 2020년 9월 25일 (금) ※ 장소 : 청계면 남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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