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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 →̀ ̀수어장 (30여분) 

수어장 →̀ ̀서문(10여분)

서문 ̀̀→ ̀̀연주봉옹성 →̀ ̀̀북장 터 ̀̀→ ̀̀북문 ̀̀→̀ ̀동장 터(60여분) 

동장 터 ̀̀→ ̀̀장경사신지옹성 ̀̀→ ̀̀장경사 ̀̀→̀ 송암정(45여분)

동문 ̀̀→ ̀̀남문(40여분) 

윤현자기자yoonh1107@hanmail.net / 조민자기자dudlfdk@hanmail.net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의 CO2를 줄일 수 있어요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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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남한산성성곽기행

성남 즐기기백 배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홍보담당관실 | 주소 우)462-100 성남시 중원구 성남 로 997 | 전화 031-729-2075~6 | 팩스 031-729-2089

2010년 1월∙통권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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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보이스아이 심벌 삽입

http://snvision.can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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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성곽

시정포커스

시민과함께하는성남시청사
시정포커스

성남시주택재개발사업승인
성남 백배 즐기기

남한산성성곽기행
Contents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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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도시개발2팀729-4433

홍보담당관실미디어홍보팀729-2062

FOCUS 03FOCUS02

성남시2단계주택재개발사업승인
신흥2∙중1∙금광1 구역 공동주택 총 9,049세 건립

실사용공간의33% 개방

실내1~3층시설

전시회 장소

회의실

도서관∙홍보관

청사옥외공간

야외예식장

야외콘서트와 화상

겨울레포츠

인접근린공원

박경옥기자qkdl9090@hanmail.net

야외스케이트장

장소시청신청사내프로그램주차장

운 기간 2009. 12. 12~2010. 2. 21

이용료 1천원(스케이트∙안전모포함)

이용시간 1회 1시간 30분(6회차는겨울방학이후)

1회차(09:30~11:00) 2회차(11:30~13:00) 

3회차(13:30~15:00) 4회차(15:30~17:00)

5회차(17:30~19:00) 6회차(19:30~21:00)

스케이트교실 2009. 12. 28~2010. 2. 5

- 1주일단위(월~금)로반편성(강습료 1만원)

- 시간 : 1회차(09:00~09:50) 2회차(10:00~10:50)

- 상 : 만 6세이상

- 신청 : 홈페이지(www.simc.or.kr) 선착순접수

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725-9462

눈썰매장

장소성남종합운동장내

운 기간 2009. 12. 12~2010. 2. 21

입장료 1천원(65세이상무료)

이용시간 1회차(09:30~11:20) 2회차(11:40~13:30) 

3회차(13:50~15:40) 4회차(16:00~17:50)

토∙일요일, 공휴일은5회차(18:00~19:50)까지운

에어바운스이용 2종구비, 1시간 1천원

※스케이트장과눈썰매장이용시필히장갑착용

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725-9462

민속얼음썰매장

장소탄천태평동물놀이장

운 기간 2009. 12. 19~2010. 2. 21

이용시간오전 10시~오후5시

탄천관리과시설물관리팀729-4343~6

성남시청사‘시민과함께하는문화의전당’
각종 시설물 시민에게 개방하여 편의 제공

즐거운겨울을만나자!
겨울 레포츠 시설 개장

사진으로보는성남시종합홍보관

성남시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9개 테마관에서 생생체험 가져
1. Welcome to e:dum  

2. 하늘극장(3D 애니메이션)   

3. 기억의시간들성남의연 표와명인을통해알아보는역사속의모습들

4. 체험으로 읽는 성남 in 환경, 가상투어, 페스티벌, 공원, 재래시장등성남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코너

5. 블루드림유니버스감성적으로성남을느끼고탐색해보는코너

6. 행복배양프로젝트균형있는첨단도시, 앞서가는경제도시, 살맛나는복지도시, 

6. 행복배양프로젝트아름다운환경도시, 향기있는문화도시성남의경제와산업을깊이있게탐색해보는코너

7. 유비쿼터스월드가까운미래에우리생활을더욱윤택하게빛내줄성남의유비쿼터스인프라와산업

8. 만들어 가는 성남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유와 교류의공간

9. 나의손길로성남의앞선 IT산업과시민이만나는자리로즐거운게임과휴식을위한코너

주요시설이용및 관안내

강당∙로비∙옥외시설물회계과청사관리팀 729-2771~6

야외스케이트장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 725-9462

각종회의실총무과총무팀 729-2181~9

열린도서관총무과기록물관리팀 729-2211~5

종합홍보관홍보담당관실미디어홍보팀 729-2062

중1

금광1

신흥2

열린도서관

전시회1층로비휴게공간



다양한에너지절약아이디어내놔

참여문의: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756-5331 

신성장녹색과신재생에너지팀729-3283

이화연기자maekra@hanmail.net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

민원여권과민원팀729-2375

수질검사 안내

정수과수질시험팀729-4148~9

부채문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성남출장상담소1600-5500

2009 자원봉사프로그램경진 회우수
신한은행‘e푸른경기동부CoP’, 배식봉사∙환경보존 활동 등

2009 에너지절약우수사례발표회
에너지 절약 10%를 위한 아름다운 비상

장 희기자essay45@hanmail.net

A씨는어릴때어머니가돌아가신후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 후 동생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을 키워

준 새어머니에게 친어머니 이상의 감정을 교류하며

살았기에, 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남긴주택을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과 나눌 생각으로 어머니의 명의로

단독상속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은 그 집을 나눌 의무가 없다며 A씨의 분할청

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혈족은 혈연관계로

형성되는 친족의 관계로 친자(親子)∙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입양 등의 방법으로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상 혈족으로 의제되는 법정혈족이 있다. 그리고

인척은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친족의 관계로 민법

제769조에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그 인척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와 그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A씨의 혈족인

아버지의 배우자로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순위를 보면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새어머니의 친자인

A씨의 동생만이 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주택은 A씨

의동생이단독상속할수있다.

안신재 | 성남시예산법무과∙법학박사

모집방법

�원서접수 : 2009. 12. 1~2010. 2. 22 

※면접 2010. 2. 24(수), 합격발표 2010. 2. 26(금)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vo.gg.go.kr) 또는방문접수

�응시자격 : 경기도내주민등록이되어있는만 15~55세

※단체생활에지장이없는사람

�면접 시제출서류 : 반명함판사진 2매, 신분증지참, 국가

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해당증빙서류 1통

교육생특전

교육훈련비 무료(전액 도비), 원거리 교육생 기숙사 및 급식

무료 제공, 군 입 연기 및 예비군∙민방위교육 유예, 졸업

생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교육훈련수당(월 20만원) 지급,

등∙하교 시 통학버스 운행, 여가생활에 필요한 각종 부

시설 제공, 국가기술자격 시험수수료 지원(1년 과정), 우수교

육생국외연수기회부여(1년과정)

경기도기술학교031-240-4721~4

모집내역(9개과정 190명)

구분 과정 정원 모집인원 교육기간

첨단기계 30명 20명

전기에너지 30명 20명

전기제어 30명 20명
2010.3.3~

1년 특수용접 40명 25명
2011.2.25

컴퓨터시스템 30명 20명

정보통신시스템 30명 20명

자동차정비 40명 25명

6개월
기계CAD 30명 20명 2010.3.3~

자동차정비 30명 20명 2010.8.27

취업이 희망!

경기도기술학교2010학년도

무료교육생모집

톡톡! 법률상담

계모자간의
상속관계

Q

A

TOGETHER 05

성남문화원사무국756-1082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팀729-2833

2010 새해천제봉행(天祭奉行)개최

NEWS04

시/정/알/림

포토뉴스

보건위생과위생관리팀729-3132 

식중독예방‘전국최우수기관’

아이낳기 좋은세상 성남운동본부

납세의무자 2009.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간 2009. 12. 16~2009. 12. 31

납부장소 성남시 관내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전국 농협∙우체국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납세자보관용 좌측상단)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편 리 한

신용카드납부 : 삼성∙신한∙현 카드 홈페이지
납부방법

신한∙현 카드(삼성카드 제외), 각 구청 방문납부

전화납부 : 농협 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

문 의 처 수정구 729-5150~3 / 중원구 729-6150~4 / 분당구 729-7150~5

자동차세납부의달지방세
Info

2009년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신청 상자 2010. 1.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신고납부 2010. 1. 4~2010. 2. 1

신청방법 인터넷(위택스 : www.wetax.go.kr), 전화, 각 구청 방문

연납효과 연 세액의 10% 공제

납부방법 정기분 납부방법과 동일

문 의 처 수정구 729-5150~3 / 중원구 729-6150~4 / 분당구 729-7150~5

2010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하시는 달

(연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 시

10%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관내33개전지점300여명참여
이웃과함께하는신한은행봉사단

배식봉사 나무명찰달기캠페인



학생들에게좋은교육공간으로활용

박인경기자 ikpark9420@hanmail.net

우리동네공부방은“가깝고, 무료라서더좋아요”
도서 출, 어 공부도 할 수 있는 멀티 공간 공부방

도서관에서누리는겨울특강

중원도서관정보봉사파트752-3916

문화휴식의공간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731-3053 

지역청소년센터에서기초학습다지기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731-9808

겨울방학나들이

EDUCATION 07

청소년 공부방 현황

구 주소 좌석수 휴무일 개관일 연락처

신흥1동 5055 64 월 1989.5.13 757-2785

신흥3동 3907 56 목 1990.8.14 746-9395

수정구
태평3동 4759 70 월 1990.8.30 757-6522

수진1동 1279-1 86 수 1989.10.1 751-4573

수진2동 3896 40 화 1990.8.30 757-6523

고등동 396-9 52 금 2001.3.1 723-8058

중원구
은행2동 959-1 56 일 1989.4.12 731-7062

상 원1동 279-1 96 화 1997.3.1 734-1207

구미동하얀마을 59 월 1997.4.24 717-1050

분당구 정자동상록마을 36 추석∙설연휴 1997.10.4 713-3957

구미동무지개마을 51 수 1998.4.8 713-3830

제166회정례회개최

COUNCIL06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실시

도시건설위원회현장방문실시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실시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실시



SPECIAL 09SPECIAL08

올해 학창시절에 배웠던 여러 지식과 짧

은내공으로사회에첫발을내딛었습니다.

아쉬움도많았지만뿌듯한한해 습니다.

호랑이는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납작하게 엎드려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2010년‘호랑이의해’에는우선 어외에다른언어를더배워서업무에필

요한자질을쌓고, 저를더낮추고깊이생각해행동에옮기는신중한삶을살고싶습

니다. 그리고소중한사람들과했던약속, ‘진실하기’를꼭지키고싶습니다.  

지체장애2급인제가소망재활원에서계약직직원

으로자원봉사자관련업무를맡은지1년3개월이

됐습니다. 이곳에서봉사자 교육및배치, 확인증

발급등의일을하 습니다. 처음확인증을발급할때시간계산을잘하지못해몇번을

발급하고, 또 타수가 느려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일합니다. 새해엔지금의자원봉사담당으로안주하지않고새로운세상을향해도전

할계획입니다. 언젠가는씩씩한‘나’로당당하게설수있기를희망하면서. 

올해는 상 원 시장

‘신나는 상 원방송국,

원다방’의 국장 업무

와 라디오진행을맡으면서 바쁘게보냈습니다. 새해에도불황을몸소느끼는상인

들과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송, 유익한 방송은 무엇일

까를 생각해봅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과 상인들과 함께할 행사도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기를 기 합니다. 더불어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문화재단에서 만든 상 원라디오방송국과 재래시장이 많은 사랑을

받아더욱번성했으면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 

15년째 (주)한음사를 경 해왔는데, 한음사는‘별밤

지기’라는 브랜드로 온돌형 노래방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적인 놀이문화에 한국적 전통생활문

화를접목해서해외에특화상품으로내다팔려고했던것으로, 지금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엔 호랑이처럼 멀리, 높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기백으로

세계를무 로뛰는기업가가되기를희망합니다. 비전성남독자여러분도새해엔

더욱발전하는한해가되길바랍니다. 

올해 8월에 베트남에서 시집왔

습니다. 베트남에 계시는 부모님

께서 건강하시고 한국에서 남편

과 시 식구들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문화센터

에 나가서 한국말도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빨리 배워

새해에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다문화센터에 있는 여러 친구들도 직

장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에 한

부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막연한 불신으로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건강이 증진되어 유병장수의 시 에서 무병장수

시 를열어가는한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외국에서들어오는 라이센스

뮤지컬보다 국내 창작뮤지

컬이더발전하고활성화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신종플루와 침체된 경기 때문에 뮤지컬 관객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와 사람은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창작뮤지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보공예는 차갑고 단조로운 금속에 문양의

입체적인 표현과 색깔 조화 감각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많은 고민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진통을 겪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희열과 뿌듯함을 느낍

니다. 새해에는 한국과 일본 칠보작가협회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칠보작가협회 정기전에서는 나만의 방식인‘점묘법’(점으로 물체를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 칠보의 맑고 롱한 색깔로 전통 장롱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800도의 가마 안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것처럼 제

작품세계도정열적으로타오르는한해가되었으면합니다. 

교육자가 지녀야 할 가장 바람

직한 자세는 아이들 수준으로 눈

높이를 같이해 인내하고 좀 더

희생하는것입니다. 그래서아이들이교육자에게마음을열게하는것이참교육자

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선생은 만나기 쉽지만

지혜를 일깨워 사람을 만들어 주는 스승은 참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달

라지고 시 가 변해도 사랑과 봉사는 교육자의 생명이자 희망입니다. ‘진정한 스

승’이되기위해새해에도열심히우리아이들을사랑할것입니다.

한해가가고또다른한해가온다. 

올해소망이경기회복이었다면

내년은첫째도일자리

둘째도일자리라고한다. 

경기불황으로직장을잃은사람이

늘어나는등어려운시기지만

호랑이의기상으로

활기차게내달릴때다. 

새해엔어떤꿈이있는지

성남시민9인의

신년메시지를들어본다.

고정자기자kho6488@hanmail.net 

구현주기자sunlin-p@hanmail.net 

박인자기자ninga0805@hanmail.net 

2010 

경인년(庚寅年) 

새해에바란다!

성남시민9인의

희망메시지

늦더라도
신중하고진실하게 상 원방송국과재래시장이

번창하길

세계가
나의무 다!

한국말빨리배워
친구많이사귀었으면

무병장수시 열어가는
한해되었으면

국내창작뮤지컬의매력에
빠져보세요

열정가득한
작품세계에도전

사랑과봉사로
진정한스승을꿈꾸다

나를위한
무한도전의해!

나윤주
(27∙이매동∙SBS 입사)

누구엔미띠엔
(20∙태평동∙주부)

김 수
(51∙상 원동∙태원고교사)

허지향
(52∙야탑동∙칠보작가)

이성
(49∙복정동∙(주)한음사경 )

조유신
(36∙서현동∙뮤지컬배우)

정 재
(50∙수내동∙인토본해독한의원원장)

정두환
(22∙은행동∙소망재활원)

장미라
(48∙상 원1동∙상 원라디오방송국장)



좋아하는음악으로행복을꿈꾸는사람들

정경숙기자chung0901@hanmail.net

호랑이다섯마리를잡은이효백의기백

기우제, 전통민속에 물호랑이등장

호랑이는神의뜻을전하는까치의심부름꾼

자료제공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정리 |윤종준상임연구위원

* 이번호로 성남 역사 이야기 연재를 끝냅니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5678 서울도시철도공사

8호선복정역사

복정역사인터넷카페‘복정역소곤소곤이야기’

첫째도, 둘째도고객만족과안전

복정역사 02-6311-8201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bj8200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COMMUNITY 11

현장스케치
기획연재성남역사이야기 12

성남

역사

속의

호
랑
이

학생들의꿈을키워주는교육을바란다

박경희기자pkh2234@hanmail.net

♬ 집배원 일은 천직… 음악은 즐기고 사랑은 나누고 ♬

성남우체국‘상수밴드’

‘올해의과학교사’풍생중학교김경원부장교사
학교공동 재학급운 으로과학교육중요성알려

NEIGHBOR10

엔돌핀UP! 
동아리탐방

이상수, 안천용, 정병석, 조 기, 유연흥, 윤진희 (시계방향) 

까치와호랑이



적절한치료와관리필요

가벼운운동으로80%~90% 완쾌

정상적교합과턱관절위치 / 아래턱이후상방으로귓구멍앞을누름

입을벌릴때관절의머리가디스크를 며누르게된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사항

포도재무설계재무상담사남기일moneyplan@podofp.com

분당제생병원 치과센터
이기철 박사

HEALTH 13

턱관절이 아파요! 턱관절 장애
건강 칼럼

화재 발생 시 행동은

화재시 피는

화재발생시초동 처는

소화기사용은

재난안전과인적재난팀729-4442

박혜정기자misop215@hanmail.net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표

시청사내아늑한공간

내집처럼편안한‘열린도서관’

2009년변경되는연말정산

�연금술사�로더욱유명한작가의작품으로자신의삶과주변지인들

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단면을 비추어 주며,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한통찰력을갖게하는책이다. - 박수현

흐르는강물처럼
파울로 코옐로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출판사

추천도서

LIFE12

캔식품, 환경호르몬비스페놀A 주의
책 읽는 성남

생생 재테크 11

▶ ▶ 소비자 info   ◀ ◀

겨울철화재예방캠페인
健 康

百
歲



직장인을 위한
09:30~12:30 30문서작성 완전정복

직장인을 위한 플래시 13:30~16:30 30

PC 활용기초 3개월
(월,수,금)

1709:30~11:00

인터넷 3개월
(월,수,금)

1711:00~12:30

워드자격증 3개월
(월,수,금)

2009:30~11:00

엑셀자격증 3개월
(월,수,금)

2011:00~12:30

멀티미디어 활용 3개월
(화,목)

2009:30~11:00

파워포인트 3개월
(화,목)

2011:00~12:30

INFORMATION 15

아이들의도서관놀이
황인희 | 수정구 태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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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독자를모집합니다. 1월8일(금)까지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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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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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ZEN14

동네한바퀴
장혜자 | 수정구 태평4동

| 2010년 1월 문화 행사 캘린더 |

28 | 월

2010년1월2009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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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트센터 <미술관에 가요>展
�기간 : 2009.12.12 ~ 2010. 2. 21(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휴관)

�시간 : 10:30~18:30(입장 17:30까지)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내용 : 네덜란드 최고 디자이너인 딕 부르너가 만든‘미피’캐릭터 전시

�티켓 : 1만2천원(24개월 미만 무료입장)

�성남아트센터 783-8000

이미자 노래인생 50주년 in 성남
�일시 : 12.27(일) 오후 2시,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만 7세 이상 관람가능

�문의 : 1644-1702

지적장애우를 위한 소망콘서트
�일시 : 12.28(월) 오후 7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 : 팝페라 허진설, 색소폰 니정, 가수 이상우, 

뮤지컬배우 김소연(오페라의 유령), 가수 최백호

�티켓 : 전석초

�공연문의 : (주)하늘소리 1566-2707

2010 뮤지컬 <시카고>
�일시 : 2010.1.10~2.28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 : 인순이, 최정원, 옥주현, 남경주, 김경선 외

�티켓 : VIP석 11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1544-8117

�성남아트센터 783-8000

성남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일시 : 2010.1.15(금) 오후 8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출연 : 지휘 김봉, 협연 소프라노 양경희, 바리톤 서정학

�티켓 : 전석 1만원

�성남시향 705-8177

2010 빈 소년합창단 새해희망콘서트
�일시 : 2010.1.17(일) 오후 5시

�장소 : 시민회관 극장

�티켓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성남시민회관 729-4835~6

60인조 남성앙상블과 함께하는 2009 제야음악회
�일시 : 12.31(목) 오후 10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 : 지휘 박상현,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스틀리 보이시즈, DJ 더스트

�티켓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1만원, Sweet Package석 1만2천원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성남아트센터 783-8000

신미경 무용단의 <검무>
�일시 : 12.30(수) 오후 7시30분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티켓 : 전석 3만원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성남아트센터 783-8000

※ 자세한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서 확인 가능

기 관 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모란민속5일장명품화디자인공모전전시관운

생활경제과유통팀729-2594

2010년부터경찰112가더빨라집니다

성남수정경찰서경무과750-4125, 분당경찰서생활안전계786-5146

연말연시음주운전특별단속실시

노동부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739-3197, 3105

미혼자공동생활가정‘새롱이새남이집’입소자모집

새롱이새남이집755-5453 

재미있는사물놀이수강생모집

양지동사물놀이(회장) 737-2930

중소기업청비즈인포서비스안내

전문가무료상담: 국번없이1357    인터넷 : 비즈인포

노블퍼포먼스콰이어창단멤버모집

노블퍼포먼스콰이어017-277-2151, 010-7727-0856

한노인회성남시취업지원센터운

분당구지회취업지원센터704-2125 

기 관 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PC 문제해결
성남시민 화~금

30(성인) 09:30~11:00

실버세 PC 입문
성남시민 화~금

20(50세 이상) 11:30~13:00

신나는 컴퓨터 세상
성남시민 화~금

20(초등3~4년) 14:00~15:30

엑셀기능 활용 성남시 직장인 2010.1.9~1.30
토

20 선착순 인터넷 접수
10:00~12:30

MS 오피스 속성반 09:30~11:00 30

뉴 실버세 를 위한
11:30~13:00 30컴퓨터 기초

한 2004로 다양한
14:00~15:30 30문서작성

컴퓨터 여행
성남시민

15:00~16:00 20(초등1~3년)

어린이 플래시
성남시민

16:30~17:30 20(초등4~6년)

2010년 1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안내

수정도서관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12.24(목)~12.26(토)

09:00부터 선착순

홈페이지 접수(sj.snlib.net)

실버반은 방문

(09:00~18:00

신분증 지참) 및

인터넷접수 병행

☎743-9600(214)

12.24(목)~12.26(토)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jw.snlib.net

☎752-3916

수시모집

☎732-6884

중원도서관

2010.1.12~1.2
9

2010.1.5~1.28

성남시민

성남시 직장인

장애인 및
가족

2010.1.9~1.30

<비전성남> 무료정기구독안내

개인과단체의언론보도로인한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도와드립니다

同 心 同 德
한가지 동 마음 심 한가지 동 큰 덕

우수작



직장인을 위한
09:30~12:30 30문서작성 완전정복

직장인을 위한 플래시 13:30~16:30 30

PC 활용기초 3개월
(월,수,금)

1709:30~11:00

인터넷 3개월
(월,수,금)

1711:00~12:30

워드자격증 3개월
(월,수,금)

2009:30~11:00

엑셀자격증 3개월
(월,수,금)

2011:00~12:30

멀티미디어 활용 3개월
(화,목)

2009:30~11:00

파워포인트 3개월
(화,목)

2011:00~12:30

INFORMATION 15

아이들의도서관놀이
황인희 | 수정구 태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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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독자를모집합니다. 1월8일(금)까지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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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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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ZEN14

동네한바퀴
장혜자 | 수정구 태평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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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트센터 <미술관에 가요>展
�기간 : 2009.12.12 ~ 2010. 2. 21(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휴관)

�시간 : 10:30~18:30(입장 17:30까지)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내용 : 네덜란드 최고 디자이너인 딕 부르너가 만든‘미피’캐릭터 전시

�티켓 : 1만2천원(24개월 미만 무료입장)

�성남아트센터 783-8000

이미자 노래인생 50주년 in 성남
�일시 : 12.27(일) 오후 2시,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만 7세 이상 관람가능

�문의 : 1644-1702

지적장애우를 위한 소망콘서트
�일시 : 12.28(월) 오후 7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 : 팝페라 허진설, 색소폰 니정, 가수 이상우, 

뮤지컬배우 김소연(오페라의 유령), 가수 최백호

�티켓 : 전석초

�공연문의 : (주)하늘소리 1566-2707

2010 뮤지컬 <시카고>
�일시 : 2010.1.10~2.28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 : 인순이, 최정원, 옥주현, 남경주, 김경선 외

�티켓 : VIP석 11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1544-8117

�성남아트센터 783-8000

성남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일시 : 2010.1.15(금) 오후 8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출연 : 지휘 김봉, 협연 소프라노 양경희, 바리톤 서정학

�티켓 : 전석 1만원

�성남시향 705-8177

2010 빈 소년합창단 새해희망콘서트
�일시 : 2010.1.17(일) 오후 5시

�장소 : 시민회관 극장

�티켓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성남시민회관 729-4835~6

60인조 남성앙상블과 함께하는 2009 제야음악회
�일시 : 12.31(목) 오후 10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 : 지휘 박상현,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스틀리 보이시즈, DJ 더스트

�티켓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1만원, Sweet Package석 1만2천원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성남아트센터 783-8000

신미경 무용단의 <검무>
�일시 : 12.30(수) 오후 7시30분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티켓 : 전석 3만원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성남아트센터 783-8000

※ 자세한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서 확인 가능

기 관 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모란민속5일장명품화디자인공모전전시관운

생활경제과유통팀729-2594

2010년부터경찰112가더빨라집니다

성남수정경찰서경무과750-4125, 분당경찰서생활안전계786-5146

연말연시음주운전특별단속실시

노동부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739-3197, 3105

미혼자공동생활가정‘새롱이새남이집’입소자모집

새롱이새남이집755-5453 

재미있는사물놀이수강생모집

양지동사물놀이(회장) 737-2930

중소기업청비즈인포서비스안내

전문가무료상담: 국번없이1357    인터넷 : 비즈인포

노블퍼포먼스콰이어창단멤버모집

노블퍼포먼스콰이어017-277-2151, 010-7727-0856

한노인회성남시취업지원센터운

분당구지회취업지원센터704-2125 

기 관 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PC 문제해결
성남시민 화~금

30(성인) 09:30~11:00

실버세 PC 입문
성남시민 화~금

20(50세 이상) 11:30~13:00

신나는 컴퓨터 세상
성남시민 화~금

20(초등3~4년) 14:00~15:30

엑셀기능 활용 성남시 직장인 2010.1.9~1.30
토

20 선착순 인터넷 접수
10:00~12:30

MS 오피스 속성반 09:30~11:00 30

뉴 실버세 를 위한
11:30~13:00 30컴퓨터 기초

한 2004로 다양한
14:00~15:30 30문서작성

컴퓨터 여행
성남시민

15:00~16:00 20(초등1~3년)

어린이 플래시
성남시민

16:30~17:30 20(초등4~6년)

2010년 1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안내

수정도서관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12.24(목)~12.26(토)

09:00부터 선착순

홈페이지 접수(sj.snlib.net)

실버반은 방문

(09:00~18:00

신분증 지참) 및

인터넷접수 병행

☎743-9600(214)

12.24(목)~12.26(토)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jw.snlib.net

☎752-3916

수시모집

☎732-6884

중원도서관

2010.1.12~1.2
9

2010.1.5~1.28

성남시민

성남시 직장인

장애인 및
가족

2010.1.9~1.30

<비전성남> 무료정기구독안내

개인과단체의언론보도로인한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도와드립니다

同 心 同 德
한가지 동 마음 심 한가지 동 큰 덕

우수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