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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글 보기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1,331 부업, 아르바이트 김지수 2023-05-19 1

41,330 집에서 틈틈히 일 하실분 정은희 2023-05-19 1

41,329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자격증 온라인으로 쉽게 취.. 박동근 2023-05-19 2

41,328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최우성 2023-05-19 3

41,327 [장학교육센터] 자격증 취득과정 전액장학 교육생 모집 박창훈 2023-05-19 0

41,326 ● 재취업률 높은 국가자.격증 국가고시 없을 때 진행하세요. 권규리 2023-05-19 3

41,325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자,격증 반드 시 도움을 받고 진행하세.. 서민혁 2023-05-19 1

41,324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동학사 취득하고 호봉 인정받자 하유선 2023-05-19 3

41,323 올해 마지막! 장애영유아를위한 보육교사를취득해야 하는 이유 하유선 2023-05-19 1

41,322 ● 무료수강 마지막 !! 노인심리상담, 방과후 관련 자격증 혜.. 서인성 2023-05-19 4

41,321 ● 보육교사 2급, 이번 학기까지만 과목 당 6만원으로 최대 할.. 서인성 2023-05-19 1

41,320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자격증 온라인으로 쉽게 취.. 박동근 2023-05-18 5

41,319 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 2학기 첫 개강반 5월달 선착순 모집.. 고현성 2023-05-18 7

41,318 -[동강국제사진제]- 전국 초등학생 사진일기 공모전 정한솔 2023-05-18 12

41,317 우쿨렐레 강사 1명 구합니다. 김재철 2023-05-18 18

자유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게재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으니, 군정 또는 민원관련 글은 [군수에게 바란다]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노출,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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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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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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