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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현장예매(관람료 : 2D-5,000원 / 3D-8,000원)

•스마트폰 : ① 아이폰 : 인터파크영화 앱으로 예매(좌석 선택 가능)

                    ② 아이폰 외 : YES24 앱으로 예매(좌석 선택 불가능)

•인터넷 :   

   - 예산시네마 홈페이지에서 예매(좌석선택가능) 

   - 포털사이트 ‘예산시네마’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직접 주소 입력

     (http://yesan.scinema.org)

   - 인터파크티켓에서 극장 ‘예산시네마’ 검색 후 예매(좌석 선택 가능)

   - 네이버, 다음 ‘예산시네마’ 검색 후 그 화면에서 바로 예매(좌석 선택 불가능)

     ※ 스마트폰 및 인터넷 예매는 대행수수료 500원 별도

•입장방법 : 휴대폰문자 예매번호 제시하면 티켓발권 -> 검표 후 입장

•문의전화 : 예산시네마(☎ 335-2331)

   ※ CGV, 롯데시네마와 같이 전국 동시 개봉작

‘예산시네마’ 이렇게 예매하세요~

제1미 예산 소갈비

청정지역 예산에서 생산되는 

특등급의 한우만을 엄선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양념 

소갈비

제2미 예당 붕어찜

전국 제일의 예당저수지에서 갓 

잡은 붕어를 깨끗하게 손질한 

후 무청 등 갖은 재료를 바닥에 

깔고 요리한 자연산 붕어찜

제3미 예당 민물어죽

민물고기를 뼈째 삶아서 살만 

골라내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 

끓여 쌀과 수제비를 넣고 김치

와 함께 먹는 별미 

제4미 삽다리 곱창

연탄불에 구워먹는 곱창구이

와 갖가지 고소한 국물이 좋은 

곱창전골. 꼬들꼬들, 쫄깃쫄깃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

제5미 수덕사 산채정식

자연산 산채를 원료로 하여 산

나물의 특유한 맛과 향기로 입

맛을 돋아 주는 건강식

제6미 예산 장터국밥

소뼈로 충분히 우려낸 육수에 

파 마늘 등 양념을 넣고 잘 삶

아 낸 소머리고기를 얹은 국밥

제7미 예산 국수

최고급 밀가루와 국산 천일염

으로 자연 건조시킨 중면 수제

국수로 부드럽고 쫄깃하며 맛

과 영양이 최고

제8미 광시 한우

현지에서 갓 잡은 한우 암소

를 저온 가공해서 신선하고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

을 자랑

예산 5미 → 예산 8미로 교체

예산 8미(八味)를 소개합니다



의회소식 | 군정소식┃보건소식

자연과 함께하는 예산

가야산의 겨울 <사진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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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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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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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기부자 기부내역 사용내역

할리데이비슨동호회  1,000,000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금

황○순  3,000,000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금

강○규 소나무 1점 신청사 조경수

구○회 소나무 1점 신청사 조경수

김○철 소나무 4점 신청사 조경수

임○준 소나무 1점 신청사 조경수

김○배 표지석 1점 신청사 표지석

충청남도수석연합회

(회장 강석주)
경관석 1점 신청사 경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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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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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요 일 시 간 내 용 비 고

월요일 09:30~10:50 스포츠댄스 동아리활동(자유)

월요일 11:00~11:50 난타 동아리활동(자유)

목요일 09:30~09:55 신바람교실

입학생전원목요일 10:00~10:50 교양/시사/건강강좌

목요일 11:00~11:50 스포츠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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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검진일시 장 소 검진일시 장 소 비 고

'18.01.02.(화) 08:00~12:00 대술보건지소 '18.01.10.(수) 08:00~12:00 봉산보건지소

인구보건복지협회
(☏ 042-712-1340)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암 검진
  -위암(조영검사)
  -유방암
  -대장암(분변검사)
  -자궁경부암

'18.01.03.(수) 08:00~12:00 신양보건지소 '18.01.11.(목) 08:00~12:00 삽교보건지소

'18.01.04.(목) 08:00~12:00 신암보건지소 '18.01.12.(금) 08:00~12:00 응봉보건지소

'18.01.05(금) 08:00~12:00 예산군보건소 '18.01.15.(월) 08:00~12:00 대흥보건지소

'18.01.08.(월) 08:00~12:00 고덕보건지소 '18.01.16.(화) 08:00~12:00 광시보건지소

'18.01.09.(화) 08:00~12:00 덕산보건지소 '18.01.17.(수) 08:00~12:00 오가보건지소

'18.01.26.(금) 08:00~12:00 양막진료소 '18.02.06.(화) 08:00~12:00 보성진료소

홍성의료원
(☏ 041-630-6133)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암 검진
  -위암(조영검사)
  -유방암
  -대장암(분변검사)
  -자궁경부암

'18.01.29.(월) 08:00~12:00 조곡진료소 '18.02.07.(수) 08:00~12:00 장신진료소

'18.01.30.(화) 08:00~12:00 서초정진료소 '18.02.09.(금) 08:00~12:00 황계진료소

'18.01.31.(수) 08:00~12:00 금치진료소 '18.02.12.(월) 08:00~12:00 동부진료소

'18.02.02.(금) 08:00~12:00 나박소진료소 '18.02.23.(금) 08:00~12:00 입침진료소

'18.02.05.(월) 08:00~12:00 서부진료소 '18.02.26.(월) 08:00~12:00 만사진료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