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40건 / 47회 73,041명

2005. 1. 15(토)
남구 대회의실

남구 공연
- 지역구민과 함께하는
인천시립무용단 Ⅲ -

인천시립무용단 춘앵전, 장구춤, 흥춤, 모란꽃춤,
초립동, 부채춤, 진도북춤 150명

2005. 1. 25(화)
파라다이스호텔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월례회 인천시립무용단 흥춤, 초립동, 삼고무 100명

2005. 3. 30(월)
소공연장

제52회 
춤마당 ․  흥마당

- 젊은 춤꾼 6인전 -
권윤희, 박미정, 
김정은, 장지윤, 
박종혁, 이화신 

만수무, 태평산조, 경고춤, 
동래학춤, 바라춤, 탄다바, 
소고춤

130명

2005. 4. 1~2
대공연장

제54회 정기공연 및 
창단기념공연

- 세계로의 소리여행
타악퍼포먼스 -

「리듬 앤 댄스」 

안무/구성 한명옥
인천시립무용단, 
최종실, 정혜윤,
송포사물놀이,

중앙타악연희단

가믈란, 스틸드럼, 
아프리카 타악, 북소리사위,
사물놀이, 
진주교방굿거리춤
소고춤, 세요고, 경고춤, 
메구소리

661명

2005. 4. 15(금)
인천구치소

찾아가는 예술단
 - 인천구치소 - 인천시립무용단 장구춤, 초립동, 사랑가, 

모란꽃춤, 사물놀이 200명

2005. 4. 16(토)
한중문화원

한 ․  중 문화관 
개관기념식
축하공연

인천시립무용단 부채춤, 경고춤, 소고춤 300명

2005. 4. 16(토)
 인천대공원

 2005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인천시립무용단 

부채춤, 동래학춤, 벚꽃춤, 
세요고, 소고춤, 진도북춤, 
삼고무

600명

2005. 4. 27(수)
소공연장

제53회 
춤마당 ․  흥마당
- 한국춤을 빛낸

男 ․  舞 스타전 -

유봉주, 이강용, 
김진원, 고석진,
김남건, 전성재,
심새인, 이정윤 

한량무, 승무, 살풀이춤, 타악 등 162명

2005. 5. 7(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 김국진국악원
바라춤, 나비춤, 산조, 기인무,
경고춤, 경기선소리산타령 380명

2005. 5. 10(토)
경남양산 KBS 열린음악회 인천시립무용단 메구소리 3,000명

2005. 5. 15(일)
여주 

성모실버타운
어버이날 행사 및 

가정의 달 기념공연 인천시립무용단 화경, 부채춤 등 150명

인천광역시립무용단 2005년 공연실적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5. 5. 21(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 나라부

(아프로에콰도르 
음악)

채구희, 향발무, 장검무, 흥춤, 
살풀이살판,
흑인민요 - 아프로에콰도르음악

400명

2005. 5. 26~27
대공연장

제55회 정기공연
「새 굿」

안무/구성 한명옥
 인천시립무용단 

객원출연 - 김민섭
김대민, 김재희, 
이재준, 박재원,
김임중, 이재민

창작무용
프롤로그-영상
1장 - 굿당 
2장 - 미궁/역신의춤 
3장 - 영상/두루미와 여인들 
4장 - 갯바람의 춤, 하나 
5장 - 분노한 역신의 춤 
6장 - 새의 정령 
7장 - 영상/사구의 춤 
8장 - 갯바람의 춤 두울 
9장 - 새다림 
에필로그 - 영상

941명

2005. 6. 2~3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특별순회공연

「새 굿」

안무/구성 한명옥
 인천시립무용단 

객원출연 - 김민섭
김대민, 김재희, 
이재준, 박재원,
김임중, 이재민

창작무용
프롤로그-영상
1장 - 굿당 
2장 - 미궁/역신의춤 
3장 - 영상/두루미와 여인들 
4장 - 갯바람의 춤, 하나 
5장 - 분노한 역신의 춤 
6장 - 새의 정령 
7장 - 영상/사구의 춤 
8장 - 갯바람의 춤 두울 
9장 - 새다림 
에필로그 - 영상

1,200명

2005. 6. 4(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 Jazz Dance

   (M.I.U)
이박무, 도살풀이, 태평무, 
창작 SOLO, 재즈댄스 420명

2005. 6. 13(월)
스위스그랜드호텔

한․ 일 월드컵 3주년
MBC 세계유소년 

축구대회
전야제

인천시립무용단 삼오고무 300명

2005. 6. 18(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 퓨전국악그룹 

‘라인’
춤, 신명, 향발무, 화경, 
동래학춤,
타악 - 퓨전국악

400명

2005. 6. 29~30
소공연장

제54회 
춤마당 ․  흥마당

-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창작특별공연 -

「Inspiration」

인천시립무용단 
안무 / 구경숙, 
최공주, 김혜진, 

이선초
객원출연 / 김원범

하늘... 맞은편
건망증 - 내 삶의 비타민 -
화무십일홍 (花無十日紅)
짚신.... 꽃신

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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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6(수) 
한중문화관

제5회 중구여성대회
문화행사 인천시립무용단 춤․  신명, 향발무, 화경, 

동래학춤, 부채춤 200명

2005. 7. 6(수)
 소공연장

2005 중국 청년지도자
대표단 방한 행사 인천시립무용단 모란꽃춤, 동래학춤, 부채춤,

경고춤, 화경, 삼오고무 250명

2005. 8. 6(토)
무의도 2005 무의도 춤 축제 인천시립무용단 소고춤, 부채춤 250명

2005. 8. 13(토)
대전시립미술관

분수대

대전시립무용단 초청
한여름 밤 댄스 

페스티벌
인천시립무용단 창작작품 「새 굿」 300명

2005. 8. 15(월)
 서울광화문광장 광복60주년 경축행사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 퓨전국악그룹 

‘라인’
창작작품 30,000명

2005. 8. 20(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 모란꽃춤, 초립동, 장검무, 입춤

나나니춤, 타악퍼포먼스 400명

2005. 8. 24(수)
 소공연장

제55회 
춤마당 ․  흥마당
- 잔향 (殘響) -

인천시립무용단
객원출연 /  권태훈

고장옥, 박영일,
박현수, 신희라

설장고, 소고춤, 사물놀이, 
지전춤, 판굿, 삼오고무 등 276명

2005. 8. 31(수)
문학경기장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전야제 인천시립무용단 터벌림 20,000명

2005. 9. 17(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 이태건
채구희, 진쇠춤, 부채춤, 장검무, 
화경, 소고춤, 강강술래 420명

2005. 9. 28(수) 
소공연장

제56회 
춤마당 ․  흥마당

- 이원국 발레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발레 -
이원국발레단

해적 3인무, 타란텔라, 지젤 2막 
파드두, 카르멘, 파리의 불꽃, 
아테네, 돈키호테 그랑 파드두, 
프렌즈

483명

2005. 10. 1(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 이태건
궁중검무, 화무, 지전춤, 경고춤,
세요고, 마임 400명

2005. 10. 1(토)
강화도 

고인돌 광장
2005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 인천시립무용단 경고춤, 부채춤 등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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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6~7
소공연장

2005 가을춤여행
무용을 통한 

교육프로젝트 Ⅰ
- 눈으로 듣는 이야기,

동화속으로 -

인천시립무용단
백조의 날개를 달아
욕망이라는 이름의 거울
10월의 크리스마스

601명

2005. 10. 8(토)
 인천자유공원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인천시립무용단 모란꽃춤, 더 푸른 물결위에, 

세요고, 소고춤 1,000명

2005. 10. 14(금)
도호부청사 인천 도호부청사 공연 인천시립무용단 가인전목단, 궁중검무 200명

2005. 10. 14(금)
 인천대공원

제41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음악회 인천시립무용단 경고춤, 부채춤, 소고춤, 

진도북춤 600명

2005. 10. 15(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 

하쇼하밸리댄스
교방무고, 혼불, 소고춤, 향발무, 
설장고, 밸리댄스 320명

2005. 10. 26(수) 
소공연장

제57회 
춤마당 ․  흥마당

- 飛上, 인천을 빛낸 
별들 2005 -

송미록, 김미예, 
박진아, 김준기

초, 중 고등부 
콩쿨 입상자

멜로디, Green Flower, 
페퍼민트, 꿈속에서, 꼬마요정,
봄의 향기, 태평무, 레드탱고, 
지젤, 잿빛 공간 사이로, 
신가사호접, 오로라, 이젠 더 이
상, 回無, 고팍, 태평무, 소통, 
더 푸른 물결위에 등

497명

2005. 11. 5~9
중국

하남성 / 하북성
2005 하반기

한국 우호주간행사 
공연

인천시립무용단 부채춤, 삼오고무 5,000명

2005. 11. 30(수) 
청소년 수련관

제58회 
춤마당 ․  흥마당

- 찾아가는 예술단,
청소년 문화나들이 -

인천시립무용단 신성한 터, 단혼, 화경, 경고춤, 
동래학춤, 부채춤 등 500명

2005. 12. 9~10
 대공연장

제56회 정기공연
「미륵의 꽃」

안무/구성 한명옥
인천시립무용단 

객원출연 - 정마리
이재준, 김재희, 
박재원, 변지훈 

비의 정원, 白雨․ 靑雨․ 赤雨, 
黑雨의 춤, 꽃잎의 춤, 바람노래, 
씨알의 춤Ⅰ, 잿빛 그늘의 춤, 
꽃․  神, 씨알의 춤Ⅱ, 꽃천지

910명

2005. 12. 20(화)
소공연장

2005 무용교실 및 
직무 연수 수료 발표회

무용교실, 직무연수 
수료자 소고춤, 부채춤 등 35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