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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5개 총 25435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번호 분류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5435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5-25 24

25434 보건 건강증진과 2023-05-25 31

25433 행정 기획예산담당관 2023-05-25 20

25432 관광 스마트정보과 2023-05-25 24

25431 보건 식품위생과 2023-05-25 44

25430 교육 도서관운영과 2023-05-24 30

25429 복지 여성가족과 2023-05-24 30

25428 농업 농촌진흥과 2023-05-24 17

25427 문화예술 문화예술과 2023-05-24 33

25426 교통 교통과 2023-05-24 113

25425 산업 산단환경관리과 2023-05-24 75

25424 행정 평생교육과 2023-05-23 62

25423 행정 스마트정보과 2023-05-23 41

25422 행정 총무과 2023-05-23 43

25421 행정 안전총괄과 2023-05-23 30

여수시립돌산도서관, 다문화 수용성·감수성 향상 역할 …

여수시 보건소, 5~6월 비만예방 집중 캠페인 펼쳐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책임행정 펼친다

여수시, 주요관광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2억3천만…

여수시, 해양공원 내 음식점 호객행위 근절 ‘CCTV 설치…

여수시, ‘책으로 꿈을 여는 진로독서’ 3기 참여자 모집……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족

여수시, 상반기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 교육생 모집

여수시, 젊음의 축제 ‘꿈꾸는 청년페스티벌’ 27일 개최

여수시, 2024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실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펼쳐

5월 여수아카데미, 프로파일러 권일용 초청 강연

여수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여수시, 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 정착 ‘온 힘’

여수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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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1 행정 안전총괄과 2023-05-23 30여수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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