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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1-03-14
3월 문화영화 상영 안내

국내 최초 청각장애 야구부를 소재로, 듣지 못해 공 떨어지는 위치도 못 찾고, 말을 못해 팀플레이도 안되는 야구부지만, 글러브만 끼면 치고 달리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훈련시켜 대형사고를 친 영

화인, '글러브'를 다음과 같이 상영할 예정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상영일시 : 2011. 3. 22.(화)오후 7시 ○ 상영장소 : 영양군문화체육센..

22  
2011-03-14
제6회 관광영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영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제6회 관광영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소식을 알려드리오니 역량 있고 뜻있는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모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공모요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2011-02-25
풍물교육 및 해달뫼풍물패 회원모집 홍보

◎ 전통민속계승 풍물교육생 모집 - 교육대상 : 풍물에 관심있는 관내농업인 및 희망 일반주민 - 교육기간 : 2011년 3~12월(교육일 화,목) - 교육시간 : 2시간(19:00~21:00), 농번기 조정 운영 - 교육

장소 : 농업기술센터 등 - 교육내용 : 풍물기초 및 사물놀이 - 신청 및 문의 :..

20  
2011-02-09
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및달맞이행사 취소

매년 정원대보름에 즈음하여 실시하던 정월대보름 민속윷놀이대회 및 달맞이행사가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2011년에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2010-12-16
2011 일월산 해맞이 행사 취소됨을 알립니다.

최근 경북북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차단을 위하여 2011 일월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2010-12-02
음식디미방 학술토론회 연기

2010년 12월 3일(금요일) 개최하려던 "음식디미방 학술대회"는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7  
2010-11-29
음식디미방 학술토론회 개최(12.3(금)

�음식디미방�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추진 사업을 학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음식디미방�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 제 : 음식디미방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방안 ❖ 일 시 : 2010. 12. 03(금), 13:30�16:00 ❖ 장 소 : 영양군청 ..

16  
2010-09-27
경상북도립국악단 제102회 정기연주회

영양군민과 함께하는 경상북도립국악단 제102회 정기연주회 일 시_2010.9.30(목) 7:30 pm 장 소_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주 최_경상북도 주 관_영양군· 경상북도립국악단 지 휘_김만석 상임지휘

자 집 박_김현호 악장 프로그램 1.정악합주_수제천 ��� 집박_김현호 2.궁중무용_검무 �� ..

15  
2010-09-24
가을밤을 야간고가공연과 함께 

10월 2일(토)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 이원박 고택에서의 야간고가공연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야간고가(��)공연 2010 세계유교문화축전 정기공

연 고택에서 풍류를 즐기자 Ⅱ - 일 시 : 2010년 10월2일(토) 저녁7시30분 - 장 소 : 두들마을 이원박 고택 - 주 최 : 영양군,..

14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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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0-09-13
영양군 [고향사랑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양 청우회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군민 출향인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고향사랑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가족 이웃분들과 함께 나오셔서 감미로운 음악과 즉석 노래자랑.게임(상

품있음)등 화려한 불꽃놀이도 보시고 소중한 추억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일시:2010.9.21(화) 19:00~20:30 장소:군청 잔디광장 출연가수:꽃나비사랑..

13  
2010-08-20
낙동가요제 개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경상북도지회는 국민화합과 재능 있는 신인가수 발굴 및 등용의 문을 제공하고자 제13회 낙동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

사개요 ◦ 본선 : 2010.10. 2(토) 19:00 ~ , 구미송정공원, 예선통과자 12명, 초대가수 ◦ 예선 : 2010. 9.11(토) 13:..

12  
2010-08-10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의 아름다운 연주회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의 아름다운 연주회가 영양에서 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되세요^^ - 일 시 : 2010. 8. 14.(토) 20:00~21:00 - 장 소 : 수비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내 캠

핑장 - 명 칭 : 자연에서 만나는 클래식 기타 연주회

11  
2010-08-09
선바위 음악분수 가동시간 변경

선바위 음악분수 가동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동기간 : 8월 9일~ 8월 22일,1일2회(평일에도 가동) 8:00~8:23 , 9:00~9:23 -가동중지 우천 및 큰비로 인한 강우량이 많을시 안전사고 및

기계고장우려가 있음으로 석문교 분수가동을 중지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0-08-04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진·UCC 공모전� 포스터 게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향토자원 및 지역홍보 마케팅을 위한�사진·UCC�공모전 입니다. 가. 행 사 명 : 향토자원 및 지역홍보 마케팅을 위한�사진·UCC�공모전 나. 주 관 : 한국지역진

흥재단 다. 후 원 : 행정안전부 라. 공모기간 : 2010. 8 .1(일) ∼ 2010. 8. 31(화)/ 1달간 마. 접수방법 : 한국지역..

9  
2010-07-21
전국노래자랑 영양군편 안내

KBS 전국노래자랑 안내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 MC 송해가 진행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영양에서 개최됩니다. 노래와 장기자랑에 자신 있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예심에 많이 많이 참가하여 주

시고, 녹화일(촬영)에는 오셔서 열띤 응원을 해주세요.. □ 예심 접수마감일 : 2010년 8월 18일(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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