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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보이스아이 심벌 삽입

http://snvision.cans21.net

시정포커스

통합시, 무한가능성의시작
시정포커스

작은도서관에서의책속여행
성남 백배 즐기기

성남시계산행
Contents 특집

산타와함께하는따뜻한겨울
2 3 8 16수백 년 된 소나무 군락지

전망 에선 서울이 한눈에

뒷동산처럼 부담 없는 코스의 인능산

박인자기자ninga0805@hanmail.net

입동을 즈음해 몇 차례의 가을비가 내린 후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건강을 더욱 염려하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산행의 즐거움과 건강을 찾아 한 번 더 길을 나서는 것은 어떨까? 

성남시계 등산로를 따라 신촌동의 인능산과 옛골 방향으로 떠나본다.

겨울철에 내복을 입으면 전국적으로 1조8천억 원의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CULTURE16

신촌동에서 말넋 고개를 따라 인능산으로…

성남 즐기기백 배

성남시계 등산로

※`모란(분당 방향)에서 57번 버스를 타면 신촌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릴 수 있다.

지난 11월 18일 개청식을 가진

성남시 및 의회 청사 야경

사진 | 홍보담당관실 최선일



회계과신청사건립팀729-2787

태평3동 작은 도서관

수내1동 작은 도서관

야탑1동 작은 도서관

박경희기자pkh2234@hanmail.net

구현주기자sunlin-p@hanmail.net

낙엽조차 사라진 제법 쌀쌀한 날씨가 벌써 따뜻함을 그립게 한다.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뽑아들고 따뜻한 곳에 배 깔고 엎드려 마음의 양식을 쌓아 보면 어떨까?

책과더가까워질수있는곳, 가까운동주민센터내작은도서관을찾아보자.  

FOCUS 03

작은도서관에서의책속여행통합시, 무한 가능성의 시작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도서관명 주소 면적(㎡) 장서수 열람석 개관일 연락처

태평1동
수정구 태평1동 6932 81 4,371 23 2009.1.13 751̀-`4944

작은 도서관

태평3동
수정구 태평3동 3752-1 91 5,800 6 2009.1.13 729-̀`5936

작은 도서관

상 원3동
중원구 상 원3동 856 33.54 4,900 6 2009.1.13 729-̀`6883

작은 도서관

금광2동
중원구 금광2동 3657 49.66 3,954 15 2009.1.13 729-̀`6859

작은 도서관

야탑1동
분당구 야탑1동 363 71.8 3,000 25 2009.1.13 729-̀7̀836

작은 도서관

수내1동 분당구 수내1길 79
60 3,826 16 2009.1.13 729-̀7̀635

작은 도서관 (수내동 30)

연번 문고명 주소 면적(㎡) 장서수 열람석 개관일

1 은문고 중원구 금광1동 675번지 66 1,100 12 1998.7.16

2 책이랑문고 중원구 상 원1동 1901-2 76 8,500 60 1999.3.24

3 아름드리 새마을문고 분당구 야탑동 173 원빌라 49 6,000 20 1999.6.12

4 푸른마을 새마을문고
분당구 수내3동 푸른마을

63 7,002 13 2000.10.9
77번지 쌍용 A단지

5 사회봉사후원회새마을문고 수정구 신흥2동 141번지 115 15,000 66 2002.2.15

6 한마음 사립문고
분당구 야탑3동 275-1번지

83 4,100 40 2004.7.27
명지그린프라자 304호

7 분당구미 어린이문고 분당구 구미동 29-1 더프라자2층 71 8,434 35 2005.3.15

8 한남교회 사립문고 중원구 성남동 2159 50 1,400 50 2005.4.8

9 아튼빌 문고 중원구 하 원 249번지 201 5,680 50 2005.6.24

10 책마을 어린이문고 중원구 은행2동 959-1번지 80 6,385 30 2006.1.13

11 양지 어린이문고 수정구 양지동 471 34 2,660 10 2006.6.13

12 하은 어린이문고 수정구 태평2동 3482-2번지 83 2,200 23 2006.7.27

13 행복한 문고 중원구 상 원1동 1475번지 156 1,100 11 2006.9.11

14 지구촌 지혜샘터문고 분당구 구미동 10번지 111 13,312 60 2007.2.1

15 하늘나무 어린이문고 중원구 은행2동 1034번지 75 1,500 50 2007.2.7

연번 문고명 주소 면적(㎡) 장서수 열람석 개관일

16 예꿈문고(전 산성문고) 중원구 상 원1동 1487-3 45 1,100 20 2007.3.9

17 물푸레 어린이문고 중원구 금광1동 697번지 2층 63 1,410 30 2007.3.29

18 새봄문고 중원구 상 원1동 1495번지 97 1,500 42 2007.3.29

19 푸른 어린이문고 수정구 산성동 148(지층) 58 1,696 30 2007.6.12

20 래미안 금광도서관
중원구 금광2동 2500번지

295 20,000 96 2007.9.14
래미안 금광A 103동 1층

21 호도애 도서관 분당구 야탑동 517번지 44 5,500 40 2007.11.6

22 희망문고 수정구 신흥3동 3410 33 1,000 16 2007.11.23

23 웃는책 도서관 분당구 야탑동 284-7 101호 33 1,200 30 2008.2.20

24 좋은나무 도서관 중원구 성남동 3773번지 4층 84 2,000 25 2008.3.13

25 아이뜰 도서관
분당구 야탑동 165 목련마을

82.5 1,200 40 2008.3.26
주공 1단지 중탑사회복지관 3층

26 은진문고 분당구 야탑동 312-4 2층 40 2,314 16 2008.5.27

27 희망찬 어린이문고 중원구 성남동 4017번지 102호 33 1,136 21 2008.9.19

28 분당비전 도서관 분당구 야탑동 528-4 202호 105 7,800 15 2009.1.29

29 이지더원 도서관 분당구 삼평동 717 86.4 2,800 24 2009.7.21

30 판교LIG건 아파트 도서관 분당구 운중동 899 산운마을 4단지 153 1,000 35 2009.8.28

도서관명 주소 면적(㎡) 장서수 열람석 개관일 연락처

한솔 분당구 정자동 101
190 10,089 35 2007.10.8 8022-̀1̀177

작은 도서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내)

중원청소년 중원구 공단로 288
552 17,000 66 2008.11.17 750-̀`4637~9

작은 도서관 (하 원동 240번지)

서현청소년
분당구 서현동 312-5 232 23,000 40 2008.11.9 781̀-`6159

작은 도서관

정자청소년
분당구 정자동 6-1 281 18,000 66 2009.3.8

783-̀`4300

작은 도서관 (내선 304)

정자역 분당구 정자동 176-1 
42 3,972 6 2008.12.22 729-̀`4853

작은 도서관 (정자역사 내)

공립 작은 도서관 현황

사립 작은 도서관 현황

주민자치센터운 위탁운

성남시, 여수동시 열다
성남시 및 의회 청사 개청식 가져

FOCUS02

통합시의 장점

통합에 한 우려

Q. 통합이 되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이 더 미뤄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Q. 성남시의 예산이 광주ㆍ하남으로 사용되나요?

Q. 통합시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Q. 광주 학생이 성남의 학교를 다니고, 성남(분당) 학생이

광주의 학교를 다닐 수도 있나요?

통합시 기 효과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729-2283



여성복지회관2010년상반기수강생모집
12월 7일부터 전문기술∙사회문화 교육 26개 과목

여성복지회관729-2951~6

A씨는사업을하는친구B씨에게지난해5월

3,000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다. 

1년만 쓰고 돌려준다던 친구는 변제기일이 지난

올해 5월 이후에도 미안하다며 차일피일 채권의

변제를 미루고 있다.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돈을

변제받고싶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금전, 그 밖의 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촉절차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해 지급을 명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

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권자

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

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가제기된것으로보아통상의소송절차로이행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했다든지 하는 채권의

유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촉절차

방법보다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안신재 | 성남시예산법무과∙법학박사

상담실운

시간월~금요일(10:00~15:00, 심리검사및

취업 비교실, 사전예약)

상성남시거주 18세이상여성

상담내용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일반구직, 가사도우미등일용직)

구인업체인력지원서비스

심리검사실시(직업선호도, MBTI)

구인∙구직알선

상담방법

구직자신분증(가사도우미 : 보건증), 구직표

구인업체사업자등록증사본, 구인표

방문및전화상담(729-2954)

취업 비교실운

이력서∙자기소개서작성, 면접요령등,

온라인서류접수시유의사항

여성복지회관729-2954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은 성남 거주 여성들에게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성의 취업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취업상담실을 상시 운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희망!

취업상담실운

톡톡! 법률상담

지급명령제도

Q

A

TOGETHER 05

정수과수질운 팀729-4153

개별주택가격일제조사
기간｜2009. 11. 27(금)̀~2̀010. 1. 22(금)

상｜개별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3만5천여동

조사방법｜조사요원이현장방문해주택특성전수조사

활용｜2010년재산세(주택) 및종합부동산세

활용｜과세기준으로활용

문의｜각구청세무과과표팀

수정구729-5170~2 중원구729-6170~2 분당구729-7170~2

조상땅찾아주기서비스제공
내용｜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 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조상땅을찾아주는제도로지적전상망을

활용해소유현황제공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1975. 7. 25 이후 사망)

시청 및 구청 시민과에 구비서류 준비해 방문하면

즉시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1975. 7. 25 이전 사망)

구비서류 검토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광역시∙도의지적업무부서로이송

신청시기｜연중업무시간(월~금요일09:00~18:00)

구비서류

�본인(상속권자) 신청시는신분증, 리인신청시는

인감이첨부된위임장과신분증

�사망자의 재산열람 시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기본증명

토지정보과지적팀729-3364  

구청시민과토지정보팀

수정구729-5101 중원구729-6101 분당구729-7103

야외스케이트장∙눈썰매장개장

오는 12월 중(12일 예정) 야외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이문을열어내년2월 21일까지운 될계획이다.

야외스케이트장은분당구청앞잔디광장에서시청사

내로 이전해 개장하며, 눈썰매장은 성남종합운동장

안에 성인용 슬로프∙어린이 슬로프 등 2개 코스와

에어 바운스 2종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며 요금은 여료

포함 1인당 1천 원이다.(눈썰매장은 오후 6시까지 이

용가능) 성남시시설관리공단725-9461~6

믿고마실수있는성남시수돗물탄생
PET병‘남한산성 참 맑은 물’생산

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팀729-2833

성남시, 저출산 응‘우수’
인구정책 경진 회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표창

전기화재 예방

안전한 난방기구 관리

일반화재 예방

재난안전관리과인적재난팀729-4442

동절기화재예방이렇게

NEWS04

시/정/알/림

과 목 인원(명)
최초 교육일정

교육내용
접수일 요일 시간

한식조리기능사 30 12.10 월, 금 10:00~13:00 한식조리기능사 이론과 실기

생활요리 30 12.10 월 14:00~17:00 기본생활요리 및 손님초 를 위한 일품요리

제과∙제빵 기능사 30 12.10 월, 수 10:00~13:00 제과∙제빵 이론과 실기

생활제과제빵 30 12.10 금 10:00~13:00 실생활에 필요한 빵, 케이크, 쿠키, 파이 만들기

현 의상 25 12. 9 화, 수, 목 10:00~13:00 일상복(스커트,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재킷 등) 만들기

고전의상 25 12. 9 월, 수, 금 10:00~13:00 전통한복 및 생활한복

퀼트∙홈패션 25 12. 9 화, 목 10:00~13:00 커튼, 침 커버, 이불, 가방 및 생활소품 등 제작

한 지 공 예 25 12. 9 화, 목 10:00~13:00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종이접기 포함)

미용사 자격증 25 12. 9 화, 수, 목, 금 10:00~13:00 자격시험을 비한 실기 및 이론(커트, 파마, 세팅, 웨이브 등)

미용창업 및 가정헤어 20 12. 9 월, 수, 금 14:00~17:00 실무가능한 미용창업 및 가정헤어

피부관리사 16 12. 9 화, 목 14:00~17:00 피부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정

화훼장식기능사 20 12. 9 수 10:00~13:00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꽃집창업 20 12. 9 수 14:00~17:00 꽃집창업을 위한 포장법, 생활꽃꽂이, 리본연출 등

컴퓨터 입문 30 12.10 월, 수 09:30~11:00 초보를 위한 문서작성, 윈도우, 인터넷

컴퓨터 활용 30 12.10 화, 목 09:30~11:00 블로그, 카페 만들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익히기, ITQ 인터넷

자격증 30 12.10 월, 수 11:30~13:30 워드프로세서1∙2급, 컴퓨터 활용능력3급

중급 30 12.10 화, 목 11:30~13:30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인터넷 쇼핑몰 만들기 20 12.10 금 10:00~13:00 인터넷 마케팅 방법, 카페24를 이용한 독자적인 쇼핑몰 제작

과 목 인원(명)
최초 교육일정

교육내용
접수일 요일 시간

수묵화 20 12. 9 금 10:00~13:00 사군자, 문인화

민화 20 12. 9 월 14:00~17:00 정겨운 민화 그리기

어회화 24 12. 9 화, 목 10:00~12:00 생활 어회화

일어회화 24 12. 9 월, 수 10:00~12:00 생활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24 12. 9 화, 목 14:00~16:00 생활 중국어회화

교양한문 25 12. 9 화, 목 10:00~12:00 실생활에 필요한 한자와 한문

에어로빅 25 12. 9 월~금 10:00~11:00 유산소성 운동을 통한 심폐 지구력 강화 운동

태극권 25 12. 9 월, 수, 금 10:00~12:00 양식 태극권 및 중국 스트레칭

전문기술교육

사회문화교육

컴
퓨
터
과



실용 어 학습공간∙원어민 강사 등 교육환경 갖춰

방과후 학교, 주말 어광장 등 8개 프로그램 운

윤현자기자yoonh1107@hanmail.net

성남 어마을725-5600 

어배우며세계로꿈을키워요
어로 말하고 듣고 체험하는 e푸른성남 금상 어체험센터 개관

pride
of 성남
pride
of 성남

CLICK
수정청소년수련관∙서울종합예술학교업무협약체결

수정청소년수련관740-5280

고3수험생위한‘Three Go(고3) Festival’

중원청소년수련관750-4683

서현청소년수련관

수련사업팀781-6185

상담실781-6157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국번없이1388

중원도서관 원예교실 연말특강

정보봉사파트752-3916

성남 어마을

겨울방학 어캠프 개최

EDUCATION 07

성남시의회

법률고문변호사위촉

COUNCIL06

성남시의회우수지자체상, 우수의원선정

2009년도성남시의회의정연수실시

성남시민리더십포럼 참석

성남시여성의원‘여성정책간담회’개최



SPECIAL 09SPECIAL08

다살림복지회713-9001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성남지부

기부및자원봉사참여문의731-5033 

중원청소년수련관750-4680 www.jwyouth.or.kr

휴편나눔재단 1577-5009 http://dreamjh.com

정자1동주민센터729-7682

성남시새마을회708-6900 

초겨울로접어들면서우리주변에는추운겨울을어떻게보내야할지걱정하고있는이웃이많다. 

이들에게힘을주는산타들의훈훈한이야기가이어지고있어그따뜻한온기를따라가보았다.

이화연기자maekra@hanmail.net / 장 희기자essay45@hanmail.net 



한바탕뛰고나면몸도마음도젊어져

신명나는공연으로즐거움전해

중동주민자치센터729-6637

상 원1동주민자치센터729-6737 

이길순기자eks323@hanmail.net

서울가는사신들이쉬어가던낙생역

궁내동의전주이씨인물들의묘소‘정희사’

(天潢衍慶) / 

(式生賢哲) / (豊山飭行) 

(以基家業) / (公

遂胚胎) / (將多前烈)

충숙공이수, 임금호위공로로정1품현록 부에

자료제공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정리 |윤종준상임연구위원

탄천에찾아오는겨울손님

흰뺨검둥오리∙쇠오리등수면성오리류많아

박인경기자 ikpark9420@hanmail.net

철새

COMMUNITY 11

현장스케치기획연재성남역사이야기 11

낙생(�生) 지역의

문화유산
세상을향한특별한두드림

더딘연습, 끈기로이겨 150여회국내외공연

예가원705-2366

정경숙기자chung0901@hanmail.net

♬ 한바탕 춤으로 스트레스 확 날려버려요 ♬

터줏풍물패샤방샤방각설이

장애인난타그룹‘레인보우두들소리’

NEIGHBOR10

엔돌핀UP! 
동아리탐방

고방오리

쇠오리



1. 척추관협착증이란?

2. 증상

3. 진단

4. 치료

분당제생병원 정형외과 척추전문의
나화엽

HEALTH 13

척추관 협착증, 어르신 엉치 아플 때 의심해야

건강 칼럼

환자 주의사항

가족 구성원 주의사항

거점병원및거점약국안내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예약안내

조민자기자dudlfdk@hanmail.net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표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이자 아이들의 책 놀이터
상 원1동 책이랑도서관

원금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마이너스 출

※다음호에는‘13차월의보너스’연말정산이게재됩니다.

포도재무설계서울지점상담위원
남기일moneyplan@podofp.com

알아두면유용한 출상식

순간순간을즐기며목표에이르는길과이루

고싶은목표는무엇일까? 모모는이것을우

리에게 말해 준다. 모모에게 친구는 희망이

며활력소다. ‘우리는다른사람에게무엇일

까?’를깊이생각하게한책이었다. - 양희정

모모
미하엘 엔데 지음

한미희 옮김

비룡출판사

추천도서

LIFE12

자신에게맞는치약선택중요

책 읽는 성남

생생 재테크 10

▶ ▶ 소비자 info   ◀ ◀

신종인플루엔자이렇게 처하세요
健 康

百
歲



※ 자세한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서 확인 가능

기 관 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포토샵(심화) 09:30~11:00 30

액세스 11:30~13:00 30

뉴 실버세 를 위한
14:00~15:30 30한 2004

엑셀과 파워포인트 16:00~17:30 30

직장인을 위한
성남시 직장인 12.5~12.26 10:00~13:00 30

엑셀(심화)

PC활용기초 3개월 월, 수, 금 09:30~11:00 17

인터넷 3개월 월, 수, 금 11:00~12:30 17

워드자격증 3개월 월, 수, 금 09:30~11:00 20

엑셀자격증 3개월 월, 수, 금 11:00~12:30 20

멀티미디어활용 3개월 화, 목 09:30~11:00 20

파워포인트 3개월 화, 목 11:00~12:30 20

성남시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12.1~12.24

중원도서관

11.26(목)~11.28(토)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jw.snlib.net

☎752-3916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수시모집

☎732-6884

노인보건센터찾아가는무료건강강좌

성남시노인보건센터739-3062~3

수노을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자모집

수노을노인주간보호센터731-3393~4

이주여성프로그램참여자모집

수정노인종합복지관731-3393~4

주민등록증우편배송서비스실시

성남분당우체국지원과725-8071 

범죄신고는경찰112

분당경찰서생활안전과786-5146

민생안정지원서비스포털‘희망길잡이넷’

보건복지가족부정보화담당관실02-2023-7188

민∙형사에관한변호사무료법률상담

성남가정법률상담소707-6661~2

가정폭력및여성문제상담

성남가정폭력상담센터751-6677 성남성폭력상담소751-1120

미혼모시설무료입소∙분만상담

동방사회복지회성남상담소747-5453~5036 

경기여성e-러닝센터12월온라인교육생모집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899-9119

길찾기에피소드공모전

토지정보과새주소사업팀729-3373

기 관 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한 2005 09:00~10:30 22

스위시맥스 2 11:00~12:30 22

파워포인트 2003 13:00~14:30 22

한 월~금 09:30~12:00 30

엑셀 월~금 13:00~15:30 30

파워포인트
월, 화, 수, 금
18:30~21:00

30

포토샵 맛보기 화~금 09:30~11:00 30

인터넷 200%활용 화~금 11:30~13:00 30

플래시 화~금 14:00~15:30 30

프리젠테이션
토 10:00~12:30 20

달인되기

2009년 12월 시민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안내

성남시민

성남시민

성남시민

성남시 직장인

11.30~12.11

12.1~12.24

수정구청

11.16(월)~11.30(월)

인터넷 접수

www.sujeong-gu.or.kr

전산통신팀(4층)

☎729-5075

11.2(월)~선착순

방문, 홈페이지 접수

www.jungwon-gu.or.kr

☎729-6073

11.24(화)~11.26(목) 

선착순 방문, 

홈페이지 접수

sj.snlib.net

☎743-9600(214)

인터넷 접수만 가능

중원구청

수정도서관

12.1~12.24

12.5~12.26

INFORMATION 15

<비전성남> 무료정기구독안내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명예기자 모집

十 匙 一 飯
열 십 수저 시 한 일 밥 반

이천선 | 수정구시흥동

일성리스산업(주) 표이사

백두산문인협회회원, 시인, 수필가

<사랑하는사람나의사랑아> 

<숨은꽃> <바람에꽃씨를뿌리며>

등의시집출간

수필(원고지5매이내), 사진(성남지역의풍경∙사람들사진. 200만화소이상), 

이달의독자를모집합니다. 12월7일까지보내주세요.

채택된 작품에는 약간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주소, 연락처 기재 바람)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이메일 : snnews@korea.kr

CITIZEN14

양재민 | 중원구 상 원1동

어느희망근로자의애환

| 2009년 12월 문화 행사 캘린더 |

27 | 금

2009년12월2009년11월

28 | 토 29 | 일 30 | 월 1 | 화 2 | 수 3 | 목 4 | 금 5 | 토 6 | 일 7 | 월 8 | 화 9 | 수 10 | 목 11 | 금 12 | 토 13 | 일 14 | 월 15 | 화 16 | 수 17 | 목 18 | 금 19 | 토 20 | 일 21 | 월 22 | 화 23 | 수 24 | 목 25 | 금 26 | 토 27 | 일 28 | 월 29 | 화 30 | 수 31 | 목

명품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일시 : 12월 5일(토) 오후 4시,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 : 최주봉, 김혜 , 이 로, 김성태, 이한수 등

�티켓 :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예매문의 : 783-8000 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 783-8048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
발레극장 호두까기 인형
�일시 : 12월 22~26일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성남시민과 함께하는‘음악여정’
�일시 : 12월 3일(목) 오후 8시 성남시민회관

�출연 : 소프라노 유윤지, 테너 류정필, 바리톤 김승유

�티켓 : 전석 1만원

�성남시립교향악단 705-8177

성남시향 제70회 정기연주회
�일시 : 12월 11일(금) 오후 8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출연 : 상임지휘자 김봉, 바이올리니스트 정남일

�티켓 : 전석 1만원

�성남시립교향악단 705-8177

명품 송년콘서트, 장사익 소리판 꽃구경
�일시 : 12월 12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 (주)서울예술기획 02-548-4480 www.seoularts.com

마티네 콘서트
�일시 : 12월 17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티켓 : 전석 2만원

성남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일시 : 12월 16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성남시립국악단 729-4810

하늘하늘 갈 바람 송호창 | 분당구 구미동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송년음악회
�일시 : 12월 26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시민회관 극장

�출연 : 금난새(해설 및 지휘),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권그림(바이올린)

�티켓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예매 : 인터파크 1544-7117 

�성남시민회관 729-4895~6

성남시공고제129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