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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글 보기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1,399 부업, 아르바이트 김지수 2023-05-26 6

41,398 강진경찰서 김채선·이준학·윤성중의 직무유기 파면 촉구,윤종두의 .. 윤재연 2023-05-26 4

41,397 ■BHC 치킨, 면단위 우선입점 마지막 기회! 예비점주님을 선착.. 김찬두 2023-05-26 9

41,396 ■BHC 치킨, 면단위 우선입점 마지막 기회! 예비점주님을 선착.. 김찬두 2023-05-26 5

41,395 [무료교육] 비전큐, 자격증 200여 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벤트.. 박종숙 2023-05-26 4

41,394 [공고] 비대면 자격증 취득과정 전액장학 교육생 모집 박창훈 2023-05-26 5

41,393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최우성 2023-05-26 6

41,392 ● 무료수강 마지막 !! 노인심리상담, 방과후 관련 자격증 혜.. 서인성 2023-05-26 5

41,391 고추건조기 / 고추세척기 김점수 2023-05-26 5

41,390 장흥) 태양광고장수리 / 태양열수리 김점수 2023-05-26 7

41,389 ● 보육교사 2급, 이번 학기까지만 과목 당 6만원으로 최대 할.. 서인성 2023-05-26 4

41,388 ★(공지) 사회복지사 아직도 안따셨나요? 법개정전 마지막 자격증.. 하유선 2023-05-26 5

41,387 ★(공지) 사회복지사 아직도 안따셨나요? 법개정전 마지막 자격증.. 하유선 2023-05-26 4

41,386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동학사 취득하고 호봉 인정받자 하유선 2023-05-26 4

41,385 올해 마지막! 장애영유아를위한 보육교사를취득해야 하는 이유 하유선 2023-05-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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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자유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게재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으니, 군정 또는 민원관련 글은 [군수에게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노출,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은 글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글 삭제대상 확인하기

실명인증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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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site_guide#none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www/operation_guide/my_page/myboard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44&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41&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37&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36&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33&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24&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21&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19&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18&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17&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16&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15&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14&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13&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idx=286712&mode=view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2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3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4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5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6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7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8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9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10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2
https://www.jangheung.go.kr/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page=2760
https://www.jangheung.go.kr/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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