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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가볼만한곳, 선바위와 남이포

경북 영양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 중 하나인 선바위와 남이포 일대를 담은 영상입니다. 평소에는 그
냥 지나쳤지만,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보니,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그야말로 ..

2023-04-20

힐링 연주

영양군 섹스폰 동호회 연주 모습이랍니다

2022-11-08

화재안전성능보강 홍보 영상

메세지1 - 아버지 자주못가서 죄송해요 다음주에 갈께요 메세지2 - 엄마가 이따 데리러 올께 우리딸♡ 가족
이 함께 하는 시간 화재가 났을때 가족이 탈출할 시간 불에 강한..

2022-04-13

2016년 영양군내 산골체험 여름캠프

2016년 7월28~30일 동안 영양군 일원에서 실시한 "산촌체험 여름캠프" 사진을 올려봅니다. 농장자두따기
체험 영양의 깨끗한 자연속에서 농장 자두따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

2017-02-16

영양과친해지기
[영양과 친해지기] 설렘반 두려움반 혼자 떠나는 여행은 웬지 그렇다 그래도 나는 좋다 영양과의 첫 대면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영양과 친해지는 거야! [..

2011-11-14

제7회 산채한마당 축제 바이크 퍼레이드 동영상 입니다.

제7회 산채 한마당 영양 군 홍보및 퍼레이드 비오는 날 경찰차와 함께 많은 수의 바이크가 줄지어 퍼레이드
를 하는 모습 조금 기다리신 후 재생버튼을 눌러주세요.^^

2011-05-26

제7회 산채한마당 축제 바이크 퍼레이드 동영상 입니다

제7회 산채 한마당 영양 군 홍보및 퍼레이드 비오는 날 영양의 도로에서 경찰차와 함께 많은 수의 바이크가 
줄지어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조금 기다리신후 재생버튼을 눌러주세요^..

2011-05-26

2011-04-05

군민UCC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143279&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143279&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139666&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139666&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134967&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134967&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42&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42&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41&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41&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40&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40&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9&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9&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8&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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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밭갈이 풍경

소밭갈이풍경 영양에서 봄에 볼 수 있는 소 밭갈이 풍경입니다. (영양군 일월면에서 어르신과 소가 밭을 갈
고있는 모습)

나방
나방가는길 2. 12일 정강이까지 빠지는 눈길을 따라 팔수골로, 금성골을 지나 나방(청기 정족2리)까지 가면
서 찍은 풍경 (눈이 쌓여 절경을 이루고 있는 영양의 설산) 감사합..

2011-02-16

음식디미방 시식회

1월 26일 영양음식디미방 주요리 및 공통요리 개발연구 발표회 개최 (음식디미방 전경과 발표회에서 음식
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모습)

2011-01-28

구제역 방역 현장입니다..

영양군 인터넷 방송 (구제역 방역 대책위원회 회의모습) 영양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
도록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제역 방역 현장모..

2011-01-03

전국노래자랑-영양군편 13
전국노래자랑 사회자 : 노래한곡 들으셔야죠? 관중 : 네! 영양군수 : 예 오늘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제
가 또 18번이 아까 조금전에 부른 첫사랑인데.. 사회자 : ..

2010-10-28

전국노래자랑-영양군편 11
전국노래자랑 영양군편 동영상입니다. 고추아가씨 노래(노래제목 : 무조건)

2010-10-27

전국노래자랑-영양군편 10
전국노래자랑영양군편 동영상입니다. 쌀이야 보리야 콩이야 팥이야~ (신명나게 노래부르는 참가자의 모습 /
노래제목 : 신토불이)

2010-10-27

전국노래자랑-영양군편 9

전국노래자랑영양군편 동영상입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면서 용기내라고 나왓다고 합니다~힘내세요..
화이팅!!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여학생 참가자 / 노래제목 : 오리날다)

2010-10-27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8&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7&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7&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6&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6&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5&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5&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4&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4&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3&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3&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2&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2&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1&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idx=92031&mode=view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ucc?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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