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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목포 문학관을 칭찬합니다

하당 정신보건복간센탸 칭찬 합니다

목포시 북항동 행정복지센터 장우성님 칭찬주인공으…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과 복지팀장님을 칭찬합…

희망을 주신 에그드랍 차없는도로점 사장님

전남12바7138호 택시기사님을 칭찬합니다.

목포시청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복지과 김현진…

윤승옥님 칭찬합니다.

20번 버스 전남 70 아 1059 "전주창"기사님~ 정말 감…

목포보건소 하당지소 예방접종실 간호사님 칭찬합니…

문화해설사 조대형님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목포에서 낭만과 추억여행 할 수있어 고맙습니다.일 …

유달산 조경 관리를 칭찬합니다.

시장님 건강 장수 행복로 보행매트 등 설치 감사합니…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89 김OO 2023-05-22 10

1,188 이OO 2023-05-15 20

1,187 윤OO 2023-05-12 165

1,186 진OO 2023-05-08 28

1,185 박OO 2023-04-26 39

1,184 김OO 2023-04-23 5

1,183 양OO 2023-04-18 58

1,182 김OO 2023-04-18 49

1,181 장OO 2023-04-17 8

1,180 권OO 2023-04-15 1

1,179 김OO 2023-04-15 16

1,178 이OO 2023-04-15 4

1,177 서OO 2023-04-10 37

1,176 이OO 2023-04-04 30

1,175 윤OO 2023-03-29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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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는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 여러분야에서 좋은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이곳에 게재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으니,
시정 또는 민원 관련글은 [시민소통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노출,상업성 광고,저속한 표현,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정치적 목적이나 성향,반복적
게시물,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은 글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또한,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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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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