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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린시정 나주소식 공지사항

인기글

   

제목15개 총 7349건  ~  검색어를 입력하세

요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349 문화예술과 2023-05-26 33

7348
일자리경제과 지

역경제
2023-05-26 24

7347
문화예술과 문화

정책
2023-05-26 34

7346
문화예술과 문화

정책
2023-05-25 46

7345
교육지원과 교육

정책
2023-05-25 42

7344 나주시보건소 2023-05-25 66

7343 소미나 2023-05-24 98

7342
농업진흥과 농촌

지도
2023-05-24 109

7341
문화예술과 예술

진흥팀
2023-05-24 103

7340 축산기술팀 2023-05-23 81

7339 송희택 2023-05-23 191

7338
상하수도과 하수

시설
2023-05-23 80

7337
일자리경제과 기

업육성
2023-05-23 56

7336 예술진흥팀 2023-05-23 72

7335 김민석 2023-05-23 96

6월 중 문화예술관련 행사 계획입니다.

나주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본부 컴퓨터 무료보급 사업 안내((사)농어…

소리정원 문화가 있는 날 �젊은 소리판�공연 안내

나주판소리감상회 �남창의 멋� 공연 안내

2024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 운영 안내

나주시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 참여자 모집 안내

2023년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7월중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인 교육신청 안내

2023년 문화 행복 배달 키움 사업 참여 희망기관 신청 안내 및 홍보

축산물 식육처리 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2023년 나주시 여름방학 미국 어학연수 2차 선발시험(원어민인터뷰) 대상…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협…

2024 시장개척 수출상담 지역 수요조사…

청운 이학동 화백 특별회고전…

[나주시청 상조회] 나주시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모집 안내(기…

전체 490페이지

중

페이지로 이

동

2023년 나주마을대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3.04.27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수정) 5월 중 문화예술 관련 행사 일정입니다.

2023.05.02 / 문화예술과

2023 나주 문화재 야행 개최

2023.05.14 /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공지사항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6180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86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keyword=%EB%82%98%EC%A3%BC#none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keyword=%EC%BD%94%EB%A1%9C%EB%82%98#none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keyword=%ED%99%8D%EB%B3%B4#none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keyword=%ED%9A%8C%EC%9D%98#none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keyword=%EC%9E%AC%EB%B0%B0%EB%86%8D%EA%B0%80#none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618&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609&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597&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588&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568&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560&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525&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524&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512&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497&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494&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483&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470&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459&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idx=96458&mode=view&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2&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3&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4&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5&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6&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7&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8&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9&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10&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page=2&start_date=20230520&finish_date=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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