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10시 56분



2
3

��감

��감
공지사항



16  
2017-04-06
제 11회 지훈예술제

제 11회 지훈예술제 "빛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청록파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지조론 선비인 조지훈 시인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문향의 고장 영양군을 널리 알리

며, 현대 문학의 명맥을이어 문화 자원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일시 : 2017년 5월 13일 ~ 14일 (양일간) 장소 :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주제 : 빛을 찾아가는길

15  
2016-05-17
제 10회 지훈예술제 백일장 및 사생대회 수상자명단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14  
2015-10-21
제 4회 오일도 전국백일장 대회

제4회 오일도 전국백일장 대회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13시~18시 백일장대회 및 특강, 작은음악회 장소 : 오일도시공원 대상 : 전국 초, 중 , 고, 대학 /일반 (등단자제외) 접수 :

행사당일 신청접수 준비물 : 필기구 총상금 300만원

13  
2015-05-17
제 9회 지훈예술제 백일장 및 사생대회 수상자명단

제 9회 지훈예술제 백일장 및 사생대회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  
2014-06-10
제8회 지훈예술제 백일장 당선 작품

달 박 성빈 (구미도봉초등 박성빈) 어젯밤 잠들기 전 창문 밖에서 달님이 부끄럽게 내 방을 엿보더니 내가 잠든 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잠자는 나를 꿈 세상으로 데려가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되어보고 호그와트 마법학교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중간고사 시험지는 거뜬하게 올백이지 엄마의 칭찬 친구들의 부러움 행복하게 우쭐우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님

따라 꿈속 여행 “이크, 벌써 아침이네!‘ 햇님에게 안 들키게 슝 하고 빠져나가요. ..

11  
2014-05-18
2014년 제8회 지훈예술제 백일장및 사생대회 수상자명단

2014년 제 8회 지훈예술제 백일장및 사생대회 수상자명단 축하드립니다^^ 문의 : 054) 683-0036

10  
2014-04-17
제 8회 지훈예술제 (2014. 5.17 ~ 5.18)

제8회 지훈예술제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한 청록파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지조론 선비인 조지훈 시인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문향의 고장 영양을 널리 알리며,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행사 □ 기 간 : 2014. 5. 17. ~ 5. 18.(2일간) □ 장 소 :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주실마을 □ 주 최 : 영양군 □ 주 관 : 영양문인

협회 □ 주 제 : 한국의 풍광 □ 지훈백일장 ○ 일시 : 2014. 5. 17. (토) 13:00 ~ 1..

9  
2013-06-04
홈페이지 일시 중단 안내

홈페이지 서버 점검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일시 : 2013년 6월 7일 금요일 18:00 ~ 22:00 점검내용 : 서버

점검 및 서비스 안정화 대상홈페이지 : 영양군청 대표홈페이지, 음식디미방, 지훈문학관 홈페이지 좀더 안정적이고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

립니다.

8  
2013-05-21
당선자 명단(제4회 전국 지훈백일장 및 사생대회)

당선자 명단입니다.

참여마당 > 공지사항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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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jihun/community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92098&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92098&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44183&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44183&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41681&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41681&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9706&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9706&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5762&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5762&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5392&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5392&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4961&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4961&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1250&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1250&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0942&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0942&page=2&mode=view


7  
2013-05-17
제4회 전국 지훈백일장 및 사생대회

제4회 전국 지훈백일장 및 사생대회 행사안내

6  
2013-05-17
제7회 지훈예술제 행사장 버스 이용 시간표

행사장 버스시간표

5  
2013-05-17
제7회 지훈예술제

제7회 지훈예술제 행사안내

4  
2012-05-06
제6회 지훈예술제 행사안내

제6회 지훈예술제 행사안내

3  
2012-04-25
제6회 지훈예술제 시낭송대회 안내문

제6회 지훈예술제 시낭송대회 안내문입니다.

2  
2012-04-25
제6회 지훈예술제 백일장 및 사생대회 안내

제6회 지훈예술제 백일장 및 사생대회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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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0872&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0872&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0869&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0869&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0868&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30868&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28122&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28122&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28121&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28121&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28120&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idx=28120&page=2&mode=view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page=1
https://www.yyg.go.kr/jihun/community/notice?page=3



	紐⑹감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