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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2-09-24
신규 홈페이지 오픈에 따른 홈페이지 서비스 제한 안내

  우리 영양군에서는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서비스 접속방법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뉴미디어 산업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 및 사회적 트랜드에 맞는 스마트행정의 필요

에 따라 대표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자료 및 서비스 이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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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한가위 맞이 고향사랑 음악회~~~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영양군민과 고향을 찾은 출향민들이 함께 하는 고향사랑 음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이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함께 나누

시길 바랍니다.   1. 일시 : 2012. 9. 29 (토) 오후 7시 2. 장소 :  영양군청앞 솔광장 3. 출연진 : 임현정..

81  
2012-09-19
9월 문화영화 상영 안내

영화�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다음과 같이 상영할 예정이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일  시 : 2012. 9. 25.(화) 19:00 ○ 장  소 : 영양문화체육센터 ○ 상영시간 : 120분 ○ 줄거리 왕

세자 자리가 마냥 부담스러운 심약한 왕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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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TBC 고택음악회 재방송 알림

  주실마을에서 진행한 TBC 고택음악회(8.30 방송분)가 다음과 같이        ○  : 9. 7.( ) 14:30 (TBC) ○ ( )   - 

라..

79  
2012-09-04
두들마을 가을맞이 음악회 개최

  두들마을 가을맞이 음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 될 예정이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9. 8.(토) 19:30 ~ ○ 장  &am..

78  
2012-08-28
TBC고택음악회 방영 알림

지난 18일 주실마을에서 녹화를 진행한 TBC고택음악회가 다음과 같이 방영될 예정이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 방영일시 : 8. 30.(목) 23:45 (TBC) ○ 출연진(프로그램)   - 해바라

기(대표곡: '사랑으로' 등)   - 양하영(대표곡 : '갯바위', ..

77  
2012-08-23
오늘개최 예정 고가음악회 연기

오늘 개최예정이었던 고가음악회가 많은 비로 인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기일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76  
2012-08-21
고가음악회 개최

  고가음악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홍보와 관람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2. 8. 23.(목) 19:30 - 장    소 : 영양군청 솔광장 - 주  &nbs..

75  
2012-08-13
TBC고택음악회 개최

TBC고택음악회가 일월면 주실마을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홍보와 관람을 바랍니다. ○ 녹 화 일 : 8. 18.(토) 19:30 (※날씨와 관계 없이 녹화 예정) ○ 방 송 일 : 8.

30.(목) 23:45 (TBC) ○ 장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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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93&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2&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92&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2&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92&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2&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90&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2&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90&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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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자연과 함께하는 별밤콘서트 개최

  제3회 고가음악회가 <자연과 함께하는 별밤콘서트>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 될 예정이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 일     시 : 8.11.(토)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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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두들마을 한여름밤의 음악회 개최

두들마을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 될 예정이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8. 4.(토) 19:30 ○ 장   소 : ..

72  
2012-07-26
제1회 고가음악회 개최

제1회 고가음악회가 <자연과 함께하는 별밤콘서트>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 될 예정이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 일    시 : 7. 28.(토) 19:30  ○ 장&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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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선바위관광지 석문교 음악분수 가동시간 변경안내

<선바위관광지 석문교 음악분수 가동시간 변경> ❍              ❍  : 2012. 5. 26 ~ 7.  15.(  )

   &am..

70  
2012-07-11
선바위 분재야생화테마파크 분재 기증요청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재야생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개관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분재를 기증 받고자 합니다.  기증받은 분재는 분재문화의 발전

과 후진양성을 위한 학술연구, 문화예술활동, 분재전시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며 작품의 보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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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제16회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신청 안내

  제16회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신청 안내 ○ 예    선 : 2012. 8. 10(금)/문화체육센터 ○ 본    선 : 2012. 8. 24(금)/영양군민회관 ○ 신청기간 : 2012. 7. 10 ~ 7. 25 ○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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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81&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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