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인천광역시립교향악단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1.15.(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2004 
신년음악회 

․지휘/금노상 
․협연/김인혜(Sop) 
       김향란(Sop)

       서윤진(Sop)

       강무림(Ten)

    인천시립합창단

․주페/서곡“시인과 농부” 
․라라/그라나다 
․팔보/그대에게 내말 전해주오 
․발렌테/열정외 7곡 

 3.26.(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51회 
정기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서세원(Vln) 

․베토벤/서곡“코리올란” 
․베토벤/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4. 8.(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개관10주년기념  
예술대제전 

․지휘/이경구 
․협연/박정원(Sop) 
       김남두(Ten)

     이소정(뮤지컬)

    인천시립합창단

․쇼스타코비치/축전서곡 
․헨델/날 울게하소서 
․구노/보석의 노래 
․김동진/목련화외 10곡 

 4.14.(수)  
종합문화 
예술회관 

시립합창단 
제89회 정기공연 
반주 

․지휘/윤학원 ․이건용/창작오페라“솔로몬과 술람미” 

 4.16.(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시립합창단 
제89회 정기공연 
반주 

․지휘/윤학원 ․이건용/창작오페라“솔로몬과 술람미” 

 4.23.(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52회 
정기연주회 

․지휘/김덕기 
․협연/최민재(Vln) 

․모차르트/서곡“피가로의 결혼” 
․브람스/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바단조 

 5. 3.(월) 
남구청 

남구청 
초청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정유미(Vln) 
       이경우(Cb) 
       백혜숙(Sop)

       권상욱(Ten)

․모차르트/서곡“피가로의 결혼” 
․보테시니/카프리치오 디 브라부라 
․이흥렬/꽃구름 속에 
․아르디티/입맞춤외 5곡 

 5. 7.(금) 
부평문화사랑

방 
찾아가는 연주회 

․목관5중주 
․금관5중주 

․코프케/루스틱 홀리데이 
․체탐/스케르쪼외 9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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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월) 
근로자청소년 
복지회관 

근로자청소년 
복지회관 
초청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정유미(Vln) 
       이경우(Cb) 
       백혜숙(Sop)

       권상욱(Ten)

․모차르트/서곡“피가로의 결혼” 
․보테시니/카프리치오 디 브라부라 
․이흥렬/꽃구름 속에 
․아르디티/입맞춤외 5곡 

 5.21.(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53회 
정기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김선주(Vln) 
       김아름(Cla)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드보르작/교향곡 제8번 사장조 
․시벨리우스/바이올린협주곡 라단조 
․모차르트/클라리넷협주곡 가장조 

 5.28.(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실내악연주회 
․피아노3중주 
․금관5중주 

․모차르트/피아노3중주 제5번 사장조 
․모차르트/알렐루야외 4곡 

 6. 2.(수) 
청소년수련관 

상인천중 
찾아가는 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김민정(Vln) 
       노진호(Vc) 
       박천훈(Cla) 
       김운성(Trb)

       정미정(Sop)

       김운규(Ten)

․모차르트/서곡“피가로의 결혼” 
․브람스/헝가리안 무곡 
․브루흐/콜 니드라이 
․베버/클라리넷협주곡 제1번외 6곡 

 6.11.(금) 
인화여고 

찾아가는 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김민정(Vln) 
       노진호(Vc) 
       박천훈(Cla) 
       김운성(Trb)

       정미정(Sop)

       김운규(Ten)

․모차르트/서곡“피가로의 결혼” 
․브람스/헝가리안 무곡 
․브루흐/콜 니드라이 
․베버/클라리넷협주곡 제1번외 6곡 

 6.18.(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54회 
정기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서혜경(Pf) 

․베버/서곡“오베론” 
․라흐마니노프/피아노협주곡 제2번 다단조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마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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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토) 
종합문화 
예술회관 

청소년 
문화체험마당 

․지휘/강창우 
․협연/이경선(Vln) 
       김수진(Sop)

․주페/서곡“경기병” 
․김성태/동심초 
․모차르트/밤의 여왕 아리아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외 4곡 

 6.30.(수) 
박문여고 

찾아가는 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홍희선(Vln) 
       유종한(Vc) 
       권오태(Cla) 
       박한석(Hn) 
       함희경(Sop)

       임남훈(Ten)

․모차르트/서곡“피가로의 결혼” 
․비발디/바이올린협주곡 제2번“여름” 
․오펜바흐/자크린의 눈물 
․베버/클라리넷소협주곡 다단조외 6곡 

 7.14.(수)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55회 
정기연주회 

․지휘/최승한 
․협연/안희찬(Trp) 

․바그너/서곡“리엔찌” 
․하이든/트럼펫협주곡 내림마장조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신세계로 부터” 

 8.24.(화) 
백령중고교 

찾아가는 연주회 
․현악앙상블 
․금관앙상블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 뮤직 
․헨델/미뉴엣외 8곡 

 9.17.(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56회 
정기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한영란(Pf) 

․차이코프스키/서곡“로미오와 줄리엣” 
․리스트/헝가리 환상곡 
․하이든/교향곡 제100번 “군대” 사장조 
․에네스코/루마니아 광시곡 제1번 

 9.25.(토) 
종합문화 
예술회관 

청소년 
문화체험마당 

․지휘/이경구 
․협연/노진호(Vln) 
       유소영(Sop)

       강무림(Ten)

․롯시니/서곡“도둑까치” 
․하이든/교향곡 제101번“시계” 
․브루흐/콜 니드라이 
․볼프-페라리/간주곡외 6곡 

10.15.(금)～ 
17.(일) 
종합문화 
예술회관 

개관10주년 
예술단특별공연 

․지휘/이경구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시립무용단

      인천시립극단

․김선하/창작뮤치컬“심청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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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새얼문화재단 
가곡과 아리아의 
밤 

․지휘/금노상 
․협연/이정애(Sop) 
       신지화(Sop)

       김남두(Ten)

       최승원(Ten)

       최종우(Bari)

       신금호(Bari)

    인천시립합창단

․쇼스타코비치/축전서곡 
․조두남/산촌 
․최선용/그리운 고향 
․장일남/비목외 10곡 

10.29.(금) 
신명여고 

찾아가는 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김경아(Fl) 
       김용갑(Bn) 
       조지영(Vln) 
       이상은(Vc) 
       신금호(Bari)

․마스카니/간주곡 
․베버/안단테와 헝러리안 론도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5번“터키” 
․샤미나데/플룻소협주곡외 3곡 

11.12.(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57회 
정기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안소연(Pf) 

․모차르트/서곡“피가로의 결혼” 
․그리그/피아노협주곡 가단조 
․스비리도프/눈보라 

11.27.(토) 
종합문화 
예술회관 

청소년 
문화체험마당 

․지휘/이경구 
․협연/김현경(Sop) 
       김필승(Ten)

․롯시니/서곡“세빌리아의 이발사” 
․비제/칼멘모음곡 제1번 
․브람스/헝가리안 무곡 제1번 
․시벨리우스/교향시“핀란디아”외  8곡 

12.19.(일) 
이시카와 
현립음악당 

한,일교류 
국제음악제 
일본공연 

․지휘/이경구 
․요시자와 겐교/치도리의 곡 
․베토벤/교향곡 제9번“합창” 라단조 

12.20.(월) 
이시카와 
현립음악당 

한,일교류 
국제음악제 
일본공연 

․지휘/이경구 
․베토벤/서곡“에그몬트” 
․베토벤/장엄미사 라장조 

12.21.(화) 
야다기다무라 
소학교홀 

한,일교류 
국제음악제 
일본공연 

․현악앙상블 
․금관앙상블 

․그리그/홀베르그 조곡 
․수자토/전쟁조곡외 6곡 



12.28.(화) 
종합문화 
예술회관 

실내악연주회 ․피아노5중주 
․슈베르트/피아노5중주“숭어” 
․엘가/사랑의 인사외 4곡 

12.30.(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58회 
정기연주회 

․지휘/이경구 
    인천연합합창단

․베토벤/교향곡 제9번“합창” 라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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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2005 
신년음악회 

․지휘/이경구 
․협연/유소영(Sop) 
       임웅균(Ten)

       김영호(Pf) 
     류정한(뮤지컬)

     이혜경(뮤지컬)

     홍지민(뮤지컬)

    인천연합합창단

․주페/서곡“경기병” 
․아르디티/입맞춤 
․로져스/모든 산을 오르며 
․조두남/뱃노래외 17곡 

 2.25.(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실내악연주회 
․현악앙상블 
․목관앙상블 

․베토벤/피아노3중주 
․차이코프스키/현을위한 세레나데외 2곡 

 3.12.(토) 
종합문화 
예술회관 

청소년 
문화체험마당 

․지휘/이경구 
․협연/이수연(Sop) 
       김정현(Ten)

․라프라디에프/쿠다샤 두만 
․림스키-코르사코프/땅벌의 비행 
․코플란드/보통사람을 위한 팡파페 
․그리그/홀베르그 조곡외  9곡 

 4.14.(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59회 
정기연주회 

․지휘/번디트 운그랑시 
․협연/한수진(Vln) 

․모차르트/서곡“마술피리” 
․시벨리우스/바이올린협주곡 라단조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6번“비창” 나단조 

 5.12.(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60회 
정기연주회 

․지휘/아릴드 레머라이트 
․협연/이수정(Vln) 

․베르디/서곡“운명의 힘”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신세계로 부터” 

 6. 3.(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2005 
교향악축제 

․지휘/아릴드 레머라이트 
․협연/김용원(Bn) 

․베버/서곡“마탄의 사수” 
․베버/바순협주곡 바장조 
․슈만/교향곡 제4번 라단조 

 6.16.(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61회 
정기연주회 

․지휘/아릴드 레머라이트 
․협연/한동일(Pf) 

․베토벤/서곡“에그몬트”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3번 다단조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마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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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62회 
정기연주회 

․지휘/번디트 운그랑시 
․협연/강승민(Vc) 

․브람스/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슈만/첼로협주곡 가단조 
․브람스/교향곡 제4번 마단조 

 8.25.(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오페라 
갈라콘서트 
인천공연 

․지휘/번디트 운그랑시 
․협연/김혜진(Sop) 
       박은주(Sop)

       김우경(Ten)

       한명원(Bari)

       손혜수(Bari)

․롯시니/서곡“세빌리아의 이발사” 
․롯시니/나는 이 동네 제일가는 이발사 
․J.스트라우스/봄의 왈츠 
․도니제티/광란의 아리아외 10곡 

 8.27.(토)  
예술의 전당 

오페라 
갈라콘서트 
서울공연 

․지휘/번디트 운그랑시 
․협연/김혜진(Sop) 
       박은주(Sop)

       김우경(Ten)

       한명원(Bari)

       손혜수(Bari)

․롯시니/서곡“세빌리아의 이발사” 
․롯시니/나는 이 동네 제일가는 이발사 
․J.스트라우스/봄의 왈츠 
․도니제티/광란의 아리아외 10곡 

 9. 8.(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월미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나정혜(Pf) 
       김유미(Vln) 
       김지훈(Vc) 
       안희찬(Trp)

․쇼스타코비치/축전서곡 
․베토벤/3중협주곡 
․아르방/베니스의 축제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6번“비창”외 1곡 

 9.29.(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63회 
정기연주회 

․지휘/번디트 운그랑시 
․인천연합합창단 

․레스피기/류트를 위한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모음곡 
․칼 오르프/까르미나 부라나 

10.20.(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새얼문화재단 
가곡과 아리아의 
밤 

․지휘/이경구 
․협연/신지화(Sop) 
       김성은(Sop)

       이아경(Alt) 
       김영환(Ten)

       최현수(Bari)

칸토리아남성중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변훈/떠나가는 배 
․임긍수/강거너 봄이 오듯이 
․김동진/못잊어 
․이수인/내맘의 강물외 13곡 



10.27.(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실내악연주회 ․실내악 

․모차르트/오보에,바이올린,비올라,첼로를 
           위한 4중주 
․폴렌스/피아노,오보에,바순을 위한 
         3중주외 3곡 

10.28.(금) 
신명여고 

찾아가는 연주회 

․지휘/이경구 
․협연/조경은(Ob) 
       김현나(Vla) 
       오윤정(Sop)

       김남훈(Ten)

․모차르트/서곡“피가로의 결혼” 
․그리그/페르 귄트 모음곡 제1번 
․바하/비올라협주곡 다단조 
․케텔비/페르시안 시장외 7곡 

11.24.(목)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65회 
정기연주회 

․지휘/번디트 운그랑시 
․협연/이성주(Vln) 

․브람스/대학축전서곡 
․브루흐/바이올린협주곡 제1번 사단조 
․슈만/교향곡 제2번 다장조 

11.25.(금) 
파라다이스 
호텔 

축하연주 ․현악9중주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K.136 

12.30.(금) 
종합문화 
예술회관 

제266회 
정기연주회 

․지휘/번디트 운그랑시 ․베토벤/교향곡 제9번“합창” 라단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