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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글 보기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4,077 생수 500미리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50묶음,100.. 임광수 2023-05-16 15

34,076 장흥 하담식당 가게 내놓습니다 김미희 2023-05-16 34

34,075 [무료교육나눔] 비전큐, 자격증 200여 종 수강료 전액지원 이.. 박종숙 2023-05-16 9

34,074 신축 농가주택 최적지 땅 매매 신영순 2023-05-16 100

34,073 감나무밭 매매 (개인거래) 양승호 2023-05-16 104

34,072 중고차 사고 팝니다.(광주 엠플러스) 박성완 2023-05-16 41

34,071 건산리 장흥여중 옆 "황금마을" 원룸(신축건물) 임대(월세) 이혜선 2023-05-16 64

34,070 짱구대리운전. (인수 하실 분 찾습니다) 지성렬 2023-05-16 50

34,069 입주이사청소♤시골주택아파트상가 원룸내 각종생활폐기물처리 김연경 2023-05-16 6

34,068 ● 중앙로 상가(의류매장) 임대 ● 양수진 2023-05-16 9

34,067 부흥부동산 - 상가 임대합니다 김종보 2023-05-16 23

34,066 유치면 대천리 산 팔아요 문민수 2023-05-16 73

34,065 파미안 양도(무피) 류성호 2023-05-16 105

34,064 매매.. 반전세 .전세 방2화2 송호준 2023-05-15 119

34,063 원룸.월세.임대기간자유.전원주택 이순동 2023-05-15 88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장착을 위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 내용에 개인정보(주민번호,휴대폰번호 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욕설,비방,장난 반복게시물 등은 예고없이 삭제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훼손 경우는 해당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흥군의 건전한 통신문화를 위하여 비방, 음해, 음란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게시판의 글은 별도 내용검증 및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해당 게시글은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장흥군에서는 분쟁발생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2호에 제33조에 근거하여 동물 판매업등록을 안하고 판매하는 경우 게시
물은 예고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권한으로 삭제 또는 비공개(블라인드)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참여민원/민원상담」코너를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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