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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9-12-02

금동효 화백 한국화 대작(향리소견) 기증

지역출신 금동효 화백님이 한국화대작(200호) "향리소견"을 지난 10월 말에 교육원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2  
2019-07-15

장계향 아카데미 장터 운영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공감 소통하는 공정관광 트랜드 조성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7월부터 11월까지 수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  
2019-05-23

'생물다양성의 날' 한국&러시아 워크숍 

일 시 : 5.23(목) 장 소 :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대강당

20  
2019-04-12

교육원 도서실 개방

교육원내 도서실을 "책 놀이터"란 이름의 카페 스타일로 리모델링 하고 4월 15일부터 관내 어린이 및 관광객들에게 개방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연인이랑 책 나들이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9  
2019-04-11

다도실 '작은음악회'(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개원1주년 기념)

2019년 4월 10일 교육원 다도실에서 지역 예술인(이보배, 박춘선, 김유리, 손지혜)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개원 1주년 기념 브런치형 '작은음악회'는 청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18  
2019-03-14

대구경북영어마을 원어민교사 등 장계향문화체험 교육원 체험행사

2019년 3월 16일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대구경북영어마을 원어민교사 및 직원분들이 음식디미방 음식체험, 전통주만들기체험, 연날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17  
2019-03-08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홈페이지 최 하단 "로고" 이미지 변경

2019년 3월 7일 18시경에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내 홈페이지 하단 "핫 영양 이미지"를 2008년 10월 8일에 등록된 "음식디미방" 이미지(홈페이지 최 하단참조)로 변경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수보수 업체(주)유

비, 권자영씨에게 3월7일 17시 20분경에 변경요청

16  
2019-02-11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개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2019. 1. 24(목) 영양군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5  
2018-06-27

한글최초의 조리서 음식디미방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국 음..

□ 영양군과 휴먼정책기획원은 23일(토) 대구 엑스코 전시실에서“2018 전국 음식디미방 요리경연대회 및 예술대전”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00여명의 전체 입장객들이 대회관

람도 하고, 현장청중평가단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전 예선을 통과한 13팀의 요리경연대회 출전자가 2인1조로 구성되어 면병..

14  
2015-08-24

가수 조성모 음식디미방체험관 방문

가수 조성모씨가 음식디미방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13  
2015-05-20

두들마을 둘러보기(구글 스트리트뷰)

두들마을 및 음식디미방체험관 등 음식디미방 관련시설물 구글스트리트뷰 보기

12  
2015-04-14

"제7회 세계물포럼 정상오찬 공식메뉴로 선정"

제7차 세계물포럼 개회식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계명대 한학촌에서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

새소식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14473&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14473&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11264&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11264&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9954&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9954&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9128&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9128&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9079&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9079&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8570&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8570&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8438&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8438&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7759&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7759&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3141&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103141&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41007&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41007&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9741&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9741&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9256&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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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노쉬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 및 국제기..

11  
2014-04-11

음식디미방 체험 예약 관련 필독사항 및 음식디미방 리플렛 

음식디미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음식디미방 관련 체험의 종류 1. 음식디미방 식사체험 : 정부인상 (50,000원), 소부상 30,000원 2. 음식디미방 음식만들기 : 석류탕외 9종(1인당 10,000원)= 단체15

인 이상신청가능 3. 음식디미방 전통주만들기 체험 : 1인당 20,000원= 단체20인 이상신청가..

10  
2013-10-26

이영애씨 음식디미방체험관 방문 사진

"대장금"의 한류스타 이영애씨의 음식디미방체험관 방문 기념 관련 더 많은 사진은 사이버체험관- 음식디미방 갤러리 또는 홈페이지 하단 사진갤러리의 첫번째 사진을 클릭하면 볼수 있습니다.

9  
2013-06-19

음식디미방 메뉴사진

음식디미방 정부인상,소부상 코스메뉴사진은 사이버체험관- 음식디미방갤러리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2

제목   검색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9256&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4887&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4887&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3136&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3136&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1549&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idx=31549&mode=view
https://www.yyg.go.kr/jghcenter/participation/notice?page=2



	紐⑹감
	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