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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요청에 의한 비공개 상담글입니…

출산장려금

천변 철봉, 평행봉 설치

장흥체육시설 수영장 개방을 원합니다

본인 요청에 의한 비공개 상담글입니…

위험한 강변주차장. 효율성 떨어지는…

전기차 충전기

제암산 국립전남호국원 유치 신청 제…

대덕(연평마을)홍수 피해 방지책

국립공원묘지 신청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가 쓴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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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81 강OO 2023-05-16 처리완료 경제산업과

285987 최화수 2023-05-09 처리완료 장흥군보건소

285820 박OO 2023-05-07 처리완료 스포츠산업과

285801 제OO 2023-05-05 처리완료 스포츠산업과

285728 위OO 2023-05-04 처리완료 환경관리과

285650 박OO 2023-05-02 처리완료 재난안전과

285427 하OO 2023-04-27 처리완료 환경관리과

285422 김OO 2023-04-27 민원신청

285156 고OO 2023-04-20 민원접수

285150 김OO 2023-04-20 처리완료 주민복지과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장착을 위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내용에 개인정보(주민번호,휴대폰번호 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욕설,비방,장난 반복게시물 등은 예고없이 삭제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훼손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삭제 혹은 임시조치 될 수 있
습니다.
게시판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 혹은 게시판 이동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상태별 처리단계 설명

민원신청  : 민원인이 민원 신청 시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민원접수  : 담당자가 해당 민원 확인 후 접수한 단계입니다.
부서지정  : 민원처리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한 단계입니다.
담당지정  : 민원처리 담당자가 설정된 단계입니다.
검토요망  : 담당자가 답변을 완료하여 군수 승인 대기 단계입니다.
일부완료  : 민원처리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일부 민원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처리완료  : 모든 민원이 완료되어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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