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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관광홍보 및 안내활동을 통해 관광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조상들의 숭고한 얼을 찾아 체계화함으로써 전통문화를 보호·발전시키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견 제시 및 연락주실 곳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



관광홍보 및 안내활동을 통해 관광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축제 등 정보를 영양군 인터넷홈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에 게시하고 월 2회 이상 정비된 관광정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환관광홈페이지 관광안내책자신청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홍보물을 발송하겠습니다.
통합 관광홍보물 제작과 기존 홍보물을 고속도로 휴게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하고, 관광홍보 및 안내활동을 통해 관광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조상들의 숭고한 얼을 찾아 체계화함으로써 전통문화를 보호·발전시키겠습니다.
우수한 문화재를 소중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훼손 문화재에 대해서는 즉시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즉각 보수토록 하겠습니
다.
숨겨져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발굴 및 보존하여 문화재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조지훈, 오일도, 이문열 등 현대문학가 3인의 생가와 작품속의 명소를 주제로 테마관광 코스를 개발과 함께 년 3회 이상 백일장, 문학제 등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문학과 유적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월산 해맞이 축제, 달맞이 축제, 산나물축제 등 관광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관광상품화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문학테마마을 3개소를 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향의 고장 이미지를 느끼고 체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주요 관광지를 거점으로 관광단지 조성, 탐방로 조성 등 관광자원을 통하여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제시 및 연락주실 곳
문의처 전화번호 FAX

관광진흥팀 680-6410~2

680-6419
관광개발팀 680-6430~2

문화예술팀 680-6460~2

문화재관리팀 680-6420~2

체육진흥팀 680-6450~3 683-6459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 정 현 행 이행목표

1 관광사업등록신청(여행업) 7일 7일 6일

2 유통관련업허가(등록)신청 등 3일 3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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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charter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charter/charter_all
https://www.yyg.go.kr/www/civil_complaint/charter/charter_all/sightseeing
http://www.yyg.go.kr/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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