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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07-06
작은음악회(7.6.) 공연 연기 알림

오늘(7.6.) 공연 예정이었던 작은음악회가 우천으로 인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사항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

보를 바랍니다.

67  
2012-07-04
영양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공고

영양문화원 사무국장을 붙임과 같이 채용합니다. 붙임 : 영양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공고문 1부.  끝.

66  
2012-06-20
제6회 작은 음악회 개최

반딧불이 날리기 행사가 열리는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 다음과 같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1. 일시 : 2012. 6. 23.(토) 18:00 2. 장소 : 수비면 수하

리 반딧불이생태공원 3. 공연내용   - 마술쇼   - 성악(아리랑, sing sing..

65  
2012-06-19
제36회 민속그네대회 및 단체줄넘기대회 개최

단오절을 맞이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군민화합을 위해 민속 그네대회 및 단체줄넘기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1. 행사일시 : 2012. 6. 22.

(금) 10:00(개회식) 2. 장      소 : 영양군민회관 앞 광장..

64  
2012-06-05
문화체육센터 사용중단 알림(필독)

                    1.  : 2012.06.04

~08.05(64일간)   2. 사유 :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

63  
2012-05-24
선바위관광지 석문교 음악분수 가동안내

  <선바위관광지 석문교 음악분수 가동> ❍ 선바위관광지에서 석문교 음악분수를 가동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오셔서 감미로운 음악과 오색찬란한 물줄기가 펼치는 석문교 음악분수의 향

연에 오래도록 간직할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

62  
2012-05-21
영양군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우리군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운영이 아래와 같이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중단일시 : 2012.6.1.(금) 18:00 ~ 4.(월) 09:00 &nbs..

61  
2012-05-18
영양 산채한마당 및 산채박람회 안내 기사 모음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

id=583446&news_area=130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

60  
2012-05-17
생방송'6시내고향' 시청 안내

우리군의 산나물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영양산채한마당 개최를 알리기 위한 KBS1TV '6시 내고향' 이 다음과 같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 일시 :

2012. 5. 17.(목) 18:00(생방송) ch.9 ○ 장소 : 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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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72&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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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70&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9&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9&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8&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8&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59  
2012-05-08
2012년도 문화바우처 사업안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2012년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58  
2012-04-21
라디오를 들으며 숲길을 걸어요

라디엔티어링(Radenteering)은 지도와 나침반 대신 라디오를 소지하고 정해진 주파수에서 나오는 정보를 들으면서 지정된 코스를 따라 길을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2012 라디엔티어링 일정중 영

양군 입암면 선바위관광지에서 다음과 같이 라디엔티어링을 진행할 예정이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2. 4. 2..

57  
2012-04-21
4월 문화영화 상영 안내

  영화�가비�를 다음과 같이 상영할 예정이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일시 : 2012. 4 24.(화) 19:30 ○ 장소 : 영양문화체육센터 ○ 상영시간 : 115분 ○ 줄거리 1896 고종,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다! 1896년, 고종(박희순)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아관파천)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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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2012 산나물 채취 체험활동 참가안내

2012 제8회 영양산채한마당 산나물 채취 체험활동 참가 안내  체험기간 : 2012. 5. 18(금) ~ 5. 20(일) - 3일간  행사장소     읍면별 체험장 : 영양, 청기 체험장    &a..

55  
2012-03-21
문화영화 상영 안내

영화�페이스메이커�를 다음과 같이 상영할 예정이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일시 : 2012. 3. 27.(화) 19:30 ○ 장소 : 영양문화체육센터 ○ 상영시간 : 124분 ○ 줄거리 나는 페이

스 메이커다. 마라톤은 42.195km, 하지만 나의 결승점은 언제나 30km까지다. 메달도, 영광도 바랄 수 없는 국가대표… 오직 누군가..

54  
2012-02-21
영양 무료빙상장 폐장 알림

지난 12월 31일(토) 개장되어 성황리에 운영되었던 영양 무료 빙상장은 2월 20일(월) 자로 폐장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폐장된 빙상장은  해빙으로 인해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

니 출입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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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7&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7&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3&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3&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2&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62&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59&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59&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56&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56&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51&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idx=48551&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page=3&mode=view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page=1&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page=2&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
https://www.yyg.go.kr/tour/tour_guide/news?page=4&category_1=%25EA%25B0%2590%25EC%25B2%259C%25EB%25A7%2588%25EC%259D%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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