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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제2회 하천문학상 공모 안내

제2회 하천문학상 공모 안내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하천문학상 공모개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새로운 하천문학의 지평을 열어나갈 이번 공모전에 회원(사)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 하천 문학상 공모를 통해 물과 하천의 아름다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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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7월 문화영화상영 안내

대립의 공간 DMZ를 화합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영화 '꿈은 이루어진다'를 다음과 같이 상영할 예정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상영일시 : 2010. 7. 22.(목)오후 7시30분 ○ 상영장소 : 영

양군문화체육센타 ○ 상영영화 : 꿈은 이루어진다(15세 관람가) ○ 상영시간 : 1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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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의원간담회 개최

의원간담회 개최 - 시간 : 2010. 7. 7(수)14:00 - 장소 : 군의회 의원사무실 - 내용 : 당면 현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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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제2회 경상북도지사기 배구대회 개최안내

제2회 경상북도지사기 배구대회를 영양군에서 개최합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많은 팀과 선수 임원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룹니다.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밝고 친절한 영양군의 모습을 보여주

시기 바라며 많은 응원과 성원 바랍니다.~ 1. 일시 : 2010. 6. 26 ~ 6. 27(2일간) - 개회식 : 2010..

4  
2010-06-24
2010 한국관광 이미지 공모전 개최 안내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의 관광매력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참신한 한국 관광이미지 발굴을 위해 2010 한국관광 이미지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전 통합 명칭 : 2010 한국관광 이미지 공모전 ○ 분야별 명칭 - 제38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 제5회 대한민국 관광애니메이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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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문화영화(타이탄) 상영 안내

그리스 신화의 영웅 페르세우스 이야기를 영화화했던 동명의 1981년산 영화를, 최신 시각효과 기술을 동원하여 리메이크한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물인 '타이탄'을 다음과 같이 상영할 예정이니 군민

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상영일시 : 2010. 6. 24.(목)오후 7시30분 ○ 상영장소 : 영양군문화체육센타 ○ 상영영화 : 타이탄(12세 이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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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코리아팀 파이팅!! 16강을 넘어 결승까지..........

대한민국 16강을 넘어 8강, 4강, 결승까지!! 응원 문화도 16강을 넘어 4강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 모두 월드컵기간 동안 기초질서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선전도 기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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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공개입찰 공고문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에서 컬처라인웹사이트 서버호스팅 공개입찰을 붙임과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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