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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참여 자유게시판

안내사항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건전한 사이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자료 삭제기준 추가」계획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본연
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상업용 광고글 등 그 외 「삭제기준」과 같이 규정·운
영하여 보다 쾌적한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유게시판은 시민들간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건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이버 공간으로, 등록된 글은 답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
다. 

민원사항 등 답변을 원하시면  온라인 민원창구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4조 및 여수시 온라인서비스 시
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추가사항 : 게시내용이 불건전 할 경우는 실명이라도 삭제(2009년 2월 9일이후)

삭제기준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
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15개 총 8799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799 윤재연 20:43:10 1

8798 윤재연 20:42:10 1

8797 김찬두 17:01:25 1

8796 박종숙 16:24:32 1

8795 김점수 13:45:51 2

8794 곽화영 2023-05-25 2

강진경찰서 김채선·이준학 윤성중의 직무유기 파면 촉구,윤종두의 ..

포스코 갑질·조직적 직장내 괴롭힘·음해거래 등,위법 부당한 대우..

■BHC 치킨, 면단위 우선입점 마지막 기회! 예비점주님을 선착..

[무료교육] 비전큐, 자격증 200여 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벤트..

홍보)고추건조기 / 고추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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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8793 최해용 2023-05-25 4

8792 김현주 2023-05-24 5

8791 정광미 2023-05-22 6

8790 손기섭 2023-05-19 2

8789 김단영 2023-05-19 12

8788 김지연 2023-05-19 7

8787 정한솔 2023-05-19 8

8786 김현주 2023-05-18 13

8785 조수연 2023-05-17 1

도로변 하수구 자갈로 덮힘

6월의 사이코드라마...아흔한번 째 해단아'숨 굿' 안내입니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입니다

여수 주차단속 꼭 이래야만 합니까?

단월드 - 스트레스 해소, 관리방법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전라남도와 여수시 위탁운영사업

-[동강국제사진제]- 전국 초등학생 사진일기 공모전

열번 째 낭만캠프 안내

고양이 시체 처리 부탁드립니다

전체 587페이지 중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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