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40건 / 51회 51,929명

2007. 1. 19(금)
삼산월드체육관

2007
신년시민음악회

지휘 / 첸 주오황
Sop. / 이정애
Ten. / 김남두

협연 /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메구소리 6,000명

2007. 2. 6(화)
영락원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부채춤, 경고춤, 흥춤, 

나나니춤 60명

2007. 2. 7(수)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화경, 부채춤, 

진주교방굿거리춤, 흥춤, 나나니춤 80명

2007. 2. 9(금)
인천구치소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화경, 나나니춤, 
진주교방굿거리춤, 부채춤, 
사물놀이

150명

2007. 3. 18(일)
삼산월드체육관

아시안게임 유치 염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하공연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장고춤, 부채춤 7,000명

2007. 3. 21(수)
서구문화회관

제66회 
춤마당 ․ 흥마당

<서구 문화 나들이>
시립무용단 단원 사물놀이, 아박무, 경고춤, 竹, 

화경, 장고춤, 부채춤 350명

2007. 3. 31 - 4. 1
대공연장

(3회)
제60회 정기공연

<균형-창을 내어 안을 
들여다보다>

시립무용단 단원
객원출연 - 양종승, 

왕기철, 김진홍, 
채상묵, 진유림, 
김운선, 장인수

중앙타악단
손삼화 어머니무용단

천고의 울림(두드리라Ⅱ), 도살풀이, 
태평무, 쌍승무, 진도북춤, 흥춤, 
동래학춤, 소고춤, 지전춤, 
나나니춤

1,744명

2007. 4. 14(토)
한 ․ 중 문화관

제67회 
춤마당 ․ 흥마당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동래학춤, 눈물 흐를 고각, 
궁중검무, 경고춤, 도살풀이, 竹, 
부채춤

270명

2007. 4. 21(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지역구 문화 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연수구)-노종선 

풍물단
아박무, 竹, 장고춤, 흥춤, 
부채춤, 노종선 풍물단 400명

2007. 5. 4(금)
화도진 공원 화도진 축제 시립무용단 단원 궁중검무, 경고춤, 동래학춤, 

부채춤 1,500명

2007. 5. 5(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지역구 문화 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서구)-천사발레단

채구희, 초립동, 장검무, 사물놀이, 
진도북춤, 천사발레단 380명

인천광역시립무용단 2007년 공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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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17 - 18
학산 소극장

(2회)

제68회 
춤마당․ 흥마당

<동화속으로Ⅱ>

시립무용단 단원
안무 - 최공주, 
박미정, 유봉주

Under the Sea(인어공주), 
꿈꾸는 유리구두(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300명

2007. 5. 19(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지역구 문화 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부평구) -

부평 줄세상
가인전목단, 부채춤, 경고춤, 
흥춤, 소고춤, 부평 줄세상 450명

2007. 6. 2(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지역구 문화 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서구) - 서구립 
소년 ․ 소녀 합창단

궁중검무, 화경, 달 아래, 
진주교방굿거리춤, 부채춤, 
서구립 소년 ․ 소녀 합창단

470명

2007. 6. 5(화)
문학 경기장 KBS 열린 음악회 시립무용단 단원 메구소리 1,0000

명

2007. 6. 8 - 9
대공연장

(3회)
제61회 정기공연 

<백야 - Since 2001>

시립무용단 단원
객원출연 -

정종시, 김민섭
이동원, 김준기, 
진형일, 김혜룡

프롤로그｜영상
1장 - 물의 경직 중 여인의 순례
2장 - 푸른 말의 질주
3장 - 비(秘)의 정원
4장 - 달신
5장 - 여인들의 군무, 하나
6장 - 뱀의 수문장
7장 - 푸른 말의 최후
8장 - 새의 정령
9장 - 파동(波動)
10장 - 갯바람의 춤
에필로그｜영상

1,354명

2007. 6. 16(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지역구 문화 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중구)-여성합창단

교방무고, 새의 정령, 향발무, 
동래학춤, 소고춤 420명

2007. 6. 27(수)
소공연장

제69회 
춤마당 ․ 흥마당

<중견무용가 Big 6 인전>

객원출연 - 최순희, 
전은경, 전은자, 
박은하, 김장우
풍물단 진쇠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장승헌(사회)

궁중무용 - 춘앵전, 
한영숙流 - 살풀이
김백봉流 - 부채춤, 
풍물 - 진쇠춤
국수호流 - 입춤, 판굿

295명

2007. 7. 2(월)
대공연장 명품도시 선포식 시립무용단 단원 부채춤, 진주교방굿거리춤, 

삼 ․ 오고무 1500명

2007. 7. 5(목)
강화문예회관 찾아가는 예술단 시립무용단 단원 부채춤, 장고춤, 나나니춤 1,500명

2007. 7. 6(금)
부평문화사랑방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초립동, 소고춤, 흥춤, 
나나니춤, 진주교방굿거리춤, 
부채춤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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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8(수)
연일학교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초립동, 흥춤, 소고춤, 

부채춤, 나나니춤 300명

2007. 7. 19(목)
인천실버타운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초립동, 소고춤, 

흥춤, 부채춤, 나나니춤 150명

2007. 7. 20(금)
자모원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초립동, 흥춤, 

소고춤, 부채춤, 나나니춤 100명

2007. 7. 24(화)
협성양로원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초립동, 소고춤, 

흥춤, 부채춤, 나나니춤 90명

2007. 8. 18(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지역구 문화 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연수구) - 

구립관악단
채구희, 장고춤, 회연(廻緣), 
산조, 부채춤, 구립관악단 500명

2007. 8. 29(수)
소공연장

제70회 
춤마당 ․ 흥마당

<한 여름 밤의 춤여행>

시립무용단 단원
안무 - 송성주, 
최공주, 석태정, 
박은진, 유봉주, 

최창문

초혼, 기인무, 바라 蓮, 
살풀이 살 판, 흔들리는 영혼, 
흥춤

150명

2007. 9. 15(토)
토요상설무대

<지역구 문화 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남동구,남구) - 

구립 오케스트라, 
소년 ․ 소녀 합창단,

한울소리

교방무고, 흔들리는 영혼, 
진주교방굿거리춤, 흥춤, 
나나니춤

480명

2007. 9. 19(수)
소공연장

제71회 
춤마당 ․ 흥마당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사물놀이 한 판

<사물놀이>

시립무용단 단원
객원출연 - 양근수

강용묵, 배효영, 
천선희, 이창하, 
안경훈, 이상현, 
김정은, 이창현, 
김재현, 권태훈, 

고장옥

판굿, 
가야금 연주 - 아랑의 꿈, 
설장구와 타평소, 
아쟁 ․ 대금 이중주 - 산조병주, 
향발무, 
사물놀이와 관현악 연주 - 매사냥

65명

2007. 10. 5 - 7
대공연장

 합동뮤지컬 
<바다의 문> 시립무용단 단원 뮤지컬 <바다의 문> 5,500명

2007. 10. 12(금)
중구 특설무대 인천 ․ 중국의 날 시립무용단 단원 장고춤, 부채춤 1,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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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3(토)
강화 전등사 강화 삼랑성 문화축제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더 푸른 물결 위에, 

동래학춤, 부채춤 2,000명

2007. 10. 15(월)
삼산 체육관 인천 시민의 날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장고춤, 부채춤 3,000명

2007. 10. 16(화)
갯벌타워

아시안게임 유치단 
방인행사(OCA)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부채춤 180명

2007. 10. 20(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지역구 문화 단체와 
함께하는 예술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서구) -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진도북춤, 花, 장검무, 
기인무, 부채춤, 
서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250명

2007. 10. 31(수)
소공연장

제72회 
춤마당 ․ 흥마당

2007 인천을 빛낸 별들
<하늘, 은하수 멀리>

정미심, 김문정
박성식, 김광현, 
안효진, 최명현

박하예슬, 이예빈, 
이규성, 박진주, 
조혜선, 최보미
이유자, 홍주연, 
김지연, 최아람, 
박지은, 안효정, 
임송하, 이예은, 
이수정, 안경은, 
김소연, 황성아,
실제상황 즉흥 

project

숲속의 꼬마요정, 
상상속의 하루, 한량무, 
에스메랄다, 부채입춤, 
독백, 진도북춤, 
「파키타」 中 ‘보석’
부채산조, 꽃길, 살풀이, 
흑품, 피리 부는 요정, 
순정 바람에 날리듯, 승무, 
나무 흙이 되어...
Just for you, 태평무, 
「해적」 中 2막 ‘그랑 파드되’, 
아베마리아, 길, 빙의(憑依)

478명

2007. 11. 30 - 
12. 1 

대공연장
(2회)

제62회 정기공연
<숲 ․ 香 - 나무를 보다>

시립무용단 단원
객원출연-김종심, 

이희춘, 소울, 
카오스 체조클럽

탈의 눈물, 나나 나나나, 
월인천강지곡, 강강술래, 
진도북놀이

1,180명

2007. 11. 30 - 
12. 1 

대공연장
청소년문화체험마당

<숲 ․ 香 - 나무를 보다>
시립무용단 단원
객원출연-김종심, 

이희춘, 소울, 
카오스 체조클럽

탈의 눈물, 나나 나나나, 
월인천강지곡, 강강술래, 
진도북놀이

839명

2007. 12. 11(화)
소공연장

무용교실․직무연수
수료발표회

수료자 전원
및

시립무용단 단원

민요춤(궁초댕기), 입춤, 
맨손살풀이춤, 
민요춤(매화타령), 동래학춤, 
여인의향(교방춤), 진도북춤, 
소고춤, 부채춤

244명

2007. 12. 14 - 18
중국 중경시 
파유극장/ 

대족현예술극장

인천 ․ 중경 자매결연 
체결 기념 축하공연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동래학춤, 장검무, 
소고춤, 나나니춤, 장고춤, 
부채춤, 진도북놀이

8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