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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1건 / 62회 50,930명

2008. 1. 19(토)
도원체육관 신년음악회 시립무용단 단원 태평성대 2,000명

2008. 2. 14(목)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초립동, 경고춤, 

부채춤, 흥춤, 나나니춤 100명

2008. 2. 21(목)
인천구치소 찾아가는 춤 한자락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화경, 흥춤, 진주교방

굿거리춤, 부채춤, 나나니춤 250명

2008. 2. 25(월)
국회의사당 
특설무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시립무용단 단원 환영무 10,000명

2008. 3. 13(목)
소공연장

I-Dance 2008
<우리 춤의 어제와 

오늘>

시립무용단원 - 
김유미

객원출연 - 지제욱
류석훈, 최경실

동동(動冬)Ⅱ, 포엠, 숨은꽃, 
물 좀 주소 133명

2008. 3. 28-29
대공연장

(2회)
제63회 정기공연

<봄-풍경과 우화>
시립무용단 단원

객원출연 - 이상민, 
신영준

1장. 혼자 걷는 자의 슬픔
2장. 빗살
3장. 안 보이는 사랑
4장. 꽃의 이빨

1,229명 

2008. 4. 10(목)
청주예술의전당

아름다운 동행-
전국시립무용단 교류전

시립무용단 단원
안무 - 홍경희 빗살 500명

2008. 4. 19(토)
야외공연장 2008 토요상설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 - 

연수구립풍물단
아박무, 장검무, 기인무, 
진주교방굿거리춤, 경고춤
연수구립풍물단

400명

2008. 4. 24(목)
소공연장

I-Dance 2008
<천고(天鼓)> 시립무용단 단원

진도북춤, 교방무고, 향발무, 
경고춤, 장고춤, 소고춤, 
진도북놀이, 삼고무, 모듬북

168명

2008. 4. 25(금)
남동구민회관 남동구민의 날 시립무용단 단원 향발무, 소고춤 350명

2008. 5. 3(토)
야외공연장 2008 토요상설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 - 생동감
채구희, 동래학춤, 향발무, 
소고춤, 백단향
생동감 B-boy

300명

인천광역시립무용단 2008년 공연실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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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8(목)
부평공연

어버이 날 기념
효 축제 시립무용단 단원 경고춤, 동래학춤, 소고춤 800명

2008. 5. 9(금)
화도진공원 화도진 축제 시립무용단 단원 향발무, 소고춤, 삼고무 1,000명

2008. 5. 13(화)
서구문화회관

찾아가는 춤 한자락
<봄날의 춤 여행> 시립무용단 단원 채구희, 경고춤, 동래학춤, 

부채춤, 단혼, 농가월령가 470명

2008. 5. 17(토)
야외공연장 2008 토요상설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 - 

하쇼하벨리댄스

모란꽃춤, 흥춤, 태평무, 소고춤, 
바라연
하쇼하 벨리 댄스 

400명

2008. 5. 22(목)
소공연장

I-Dance 2008
<춤추는 동화>

시립무용단 단원
안무 - 최공주, 
박미정, 유봉주

Under the sea
꿈꾸는 유리구두
미녀와 야수

326명

2008. 5. 25(일)
강화 전등사 이주 노동자 문화행사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동래학춤, 소고춤 600명

2008. 5. 29(목)
강화문예회관

찾아가는 예술단
<강화군민을 위한 

특별콘서트>
시립무용단 단원 향발무, 소고춤, 부채춤 2,000명

2008. 6. 7(토)
야외공연장 2008 토요상설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 - 

박태희발레비전
진도북춤, 살풀이, 소고춤, 
장고춤, 부채춤,
박태희 발레 비전

400명

2008. 6. 14 - 15
대공연장

(2회)

제64회 정기공연
<우리 춤의 문과 

길-천지인화(天地人和)>

시립무용단 단원
객원출연 - 유순자

박승숙, 이아영
정채린, 이현희, 
박현수, 김시율,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이수정

삼고무, 태평성대, 천고(天鼓)
풀이, 천지화, 춘향의 노래, 
부채춤, 장고춤, 농가월령가

1,378명

2008. 6. 21(토)
야외공연장 2008 토요상설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 청 - 

조현진 무용단
궁중검무, 소고춤, 살풀이춤, 
잔향, 부채춤, 초청무대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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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26(목)
소공연장

I-Dance 2008
<소리>

시립무용단 단원
객원출연 - 유순자, 

박현수, 김영은, 
김시율

사물놀이 앉은반, 민요한풀이, 
징놀이, 설장고, 부포놀이, 소고
춤, 모듬북

205명

2008. 6. 27(금)
부평문화사랑방

찾아가는 춤 한자락
<부평문화사랑방> 시립무용단 단원 바람에 묻다, 아베마리아, 미녀

와 야수, 혼불, 흔들리는 영혼 150명

2008. 7. 19(토)
한․중문화관

키타큐슈 자매도시 
초청공연 시립무용단 단원 부채춤 200명

2008. 7. 21(월)
송도라마다호텔 UN기구지원행사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부채춤 150명

2008. 8. 5(화)
무의도 특설무대 춤추는 섬-무의도 축제 시립무용단 단원 무의설화 1,000명

2008. 8. 14(목)
소공연장

I-Dance 2008
<앙코르-춤추는 동화>

시립무용단 단원
안무 - 김유미,
유봉주, 박미정

백조의 날개를 달아
Under the sea
꿈꾸는 유리구두 

418명

2008. 8. 15(금)
대공연장 8.15 광복절 경축행사 시립무용단 단원 태평성대, 삼고무, 부채춤, 장고춤 1,300명

2008. 8. 23(토)
야외공연장 2008 토요상설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 - 

제물포여중동아리
교방무고, 동래학춤, 
더 푸른물결 위에, 경고춤, 
살풀이 살판

350명

2008. 8. 28(목)
교동중․등학교 

운동장 특설무대
찾아가는 춤 한자락

<춤추는 섬-교동도>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 - 

(사)한국생활문화예술협회 
인천풍물연구보존회

生動感CREW
이종헌, 서주경, 
김범룡, 박진광, 
선우철, 황철상

해울림

모듬북 연주
겁쟁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어
판 굿, 댄스스포츠, 색소폰 연주
모란꽃춤, 동래학춤, 경고춤, 부채춤
B-boy, 쓰러집니다. 당돌한 여자, 
미우나 고우나, 친구야, 바람바람
바람, 생쥐

1,500명

2008. 9. 19(금)
상암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대한민국전통연희 시립무용단 단원 환영무 1,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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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2(월) <차 없는 거리> 개막식 시립무용단 단원 소고춤 700명

2008. 9. 23(화)
LA 이벨극장 제35회 LA 한인축제 시립무용단 단원

태평성대, 진주교방굿거리춤
강강술래, 진도북춤, 부채춤, 
농가월령가

800명

2008. 9. 24(수)
LA 윌셔프라자호텔

제35회 LA 한인축제
인천투자유치위원회 시립무용단 단원 경고춤, 부채춤 200명

2008. 9. 25(목)
LA한인타운

특설무대
제35회 LA 한인축제

다민족전통공연 시립무용단 단원 진도북춤, 부채춤 600명

2008. 9. 25(목)
소공연장

I-Dance 2008
<탈로 노닐다> 시립무용단 단원 은율탈춤 126명

2008. 9. 26(금)
자유공원 중국-인천 문화의 날 시립무용단 단원 쟁강춤, 소고춤 1,300명

2008. 10. 2(목)
소래포구 소래포구축제 시립무용단 단원 소고춤, 부채춤, 경고춤, 진

도북춤 950명

2008. 10. 4(토)
야외공연장 2008 토요상설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 - Master 

색소폰
채구희, 쟁강춤, 소고춤, 백단향
Master 색소폰 350명

2008. 10. 6
송도라마다호텔

2014 
아시안게임성공유치

발대식
시립무용단 단원 부채춤 150명

2008. 10. 10(금)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인천음식문화축제 시립무용단 단원 경고춤, 진도북춤, 소고춤, 
삼고무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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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0(토)
야외공연장 2008 토요상설무대

시립무용단 단원
초청 - 

인천풍물연구보존회

태평성대, 진주교방굿거리춤, 
장고춤, 진도북춤, 부채춤, 
살풀이, 농가월령가, 쟁강춤 
인천풍물연구보존회

400명

2008. 10. 10(토)
강화전등사 강화 삼랑성 문화축제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장고춤 1,500명

2008. 10. 15(수)
송도컨벤시아 인천 시민의 날 시립무용단 단원 모란꽃춤 1,000명

2008. 11. 4(화)
삼산월드체육관

통․리장 주민대표
소양교육 시립무용단 단원 부채춤, 진도북춤 3,000명

2008. 11. 20(목)
송도컨벤시아 새얼 국악의 밤 시립무용단 단원 삼고무 1,300명

2008. 11. 22(토)
하와이 

맥킬리고등학교 
극장

인천-호놀룰루시 
자매결연5주년기념 

축하공연
시립무용단 단원

태평성대, 교방굿거리춤, 
경고춤, 진도북춤, 부채춤, 
살풀이, 소고춤, 장고춤

3,000명

2008. 11. 24(월)
파와아 네이버훗 

공원
호놀룰루-인천광역시 
자매도시 결연 5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

시립무용단 단원 진도북춤, 경고춤 100명

2008. 11. 26(목)
소공연장

I-Dance 2008
<인천을 빛낼 차세대 

무용가전>

객원출연 - 
조수연외 8명, 

김지수, 정혜인, 
박은서, 정채린, 
전다린, 이지현, 

황지수, 
노선정외 4명, 

한예진, 임송하, 
최수정, 이현애, 
김규란, 서혜빈, 
배아현 외7명,

김혜지, 현보아, 
유은지, 이효선, 
허요완, 피정민,
이지현 외7명, 
김보민, 황혜선

골드라인, 소고놀이, 피리소녀, 
환희, 꽃이 들려주는 이야기, 
돈키호테, 나비의 향연, 파
키타 아다지오, 물 오리떼, 
입춤, Passing by, 차이코프
스키 파드되, 쌍․수․검, 사라진
것들..., 입춤, 우리들의 수업
시간, Nothing better, 그랑
파 클래식, 목․화․향, Escape, 
파키타, 승무, 해피투게더,
Sinister symptoms(불길한 
징후), 살풀이

338명

2008. 12. 5(금)
연수구청대강당

2008 무용교실 
수료발표회

시립무용단 단원
수료자

진주교방굿거리춤, 입춤Ⅰ, 
민요춤, 앉은반 설장구, 
설장구, 궁, 진도북춤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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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9-24
(10회)

제65회 정기공연
<미디어와 함께하는

호두까기 인형>

시립무용단 단원
객원출연 - 배아현,

황지수, 박은서, 
이윤선, 김나혜, 
박지나, 김수민, 

오탁진

1장. 크리스마스이브 가정풍경
2장. 어두운 거실(모니터 속 세상)
3장. 미디어 전해동화 월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심청
 -말 안듣는 청개구리
 -선녀와 나뭇꾼
 -혹부리영감
4장. 에필로그

4,53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