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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5개 총 789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번호 분류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89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5-25 24

788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5-24 30

787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5-22 64

786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5-15 67

785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5-12 93

784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5-11 54

783 교육 평생교육과 2023-05-01 86

782 교육 평생교육과 2023-04-28 106

781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4-24 95

780 교육 평생교육과 2023-04-19 122

779 교육 평생교육과 2023-04-18 107

778 교육 평생교육과 2023-04-11 131

777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4-10 124

776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4-07 125

775 교육 평생교육과 2023-04-06 119

여수시립돌산도서관, 다문화 수용성·감수성 향상 역할 …

여수시, ‘책으로 꿈을 여는 진로독서’ 3기 참여자 모집……

여수 이순신도서관, 6월 1일 무지개 인문학 강연회 개최

여수시 쌍봉도서관,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개최

여수시, 소라면 신축 어린이도서관 명칭 16일까지 공모

여수 시립쌍봉도서관, 냉·난방기 증설공사로 15~19일 임시…

여수시, ‘바다환경 지킴이 자율주행선박 만들기’ 참여자 모집

여수 진남장학회, 지역 학생에 장학금 전달…26년째 이어져

여수시, ‘책으로 꿈을 여는 진로독서’ 2기 참여자 모집…28…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뮤지컬…

여수시, ‘고2 맞춤형 1대1 진로진학 컨설팅’ 성료

여수시, ‘외국어 원어민 화상학습’ 51기 수강생 모집

여수시립도서관, 제59회 도서관주간 행사 개최

여수시립도서관, 영유아 책놀이 ‘북스타트 데이’ 운영…10일…

여수시, 시민이 기획부터 강사까지 상반기 ‘동네강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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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교육 평생교육과 2023-04-06 119여수시, 시민이 기획부터 강사까지 상반기 ‘동네강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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