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과천한마당축제 전체일정표 

 

■공식참가작     ■자유참가작     ■특별초청작     ■음악공연    ■시민참여 

 

날짜 시간 공연명 단체명 장소 

9.21(수) 

18:00~19:00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극단 걸판 시민회관 야외무대 ④ 

19:00~20:20 장대장타령 (*개막공연) 경기재담소리 연희단 한마당 ① 

20:00~20:40 현제와 구모텔 노나니 최효자마당 ⑨ 

21:00~21:30 음악공연 좋아서 하는 밴드 축제마당 ③ 

 

9.22(목) 

12:30~13:00 음악공연 싞나는 섬 별양동쉼터 ⑦ 

17:00~17:40 남해앆 별싞굿 
중요무형문화제 제82호 - 라호 

남해앆별싞굿보존회 한마당 ① 

17:30~17:45 차밍댂스 
별양동 주민자치센터 

챠밍댂스 최효자마당 ⑨ 

18:00~18:40 오 마이 갓! 프로젝트 외 추사마당 ② 

18:00~19:00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극단 걸판 시민회관 야외무대 ④ 

18:00~18:30 웃음 (사)NOW무용단 분수마당 ⑧ 

18:30~19:30 똥개 댂스씨어터 창 최효자마당 ⑨ 

18:30~19:00 음악공연 싞나는 섬  별양동쉼터 ⑦ 

19:00~20:00 멕시 비엥 무뮤직 서커스 축제마당 ③ 

19:00~20:00 도시괴담 서울괴담 시민회관 주차장 ⑥ 

19:00~22:00 도시내시경: 과천의 기억 프로젝트잠상 정자마당 ⑩ 

20:00~21:20 장대장타령 경기재담소리 연희단 한마당 ① 

20:00~20:40 현제와 구모텔 노나니 최효자마당 ⑨ 

22:00 음악공연  오 브라더스 축제마당 ③ 

 

 

 

 

 

9.23(금) 

 

 

 

 

9.23(금) 

12:30~12:45 하모니카 앙상블 예티 하모니카 앙상블 별양동쉼터 ⑦ 

16:00~16:45 골롞드리노 이야기 골롞드리노 극단 정자마당 ⑩ 

17:00~18:00 멕시 비엥 무뮤직 서커스 축제마당 ③ 

17:00~17:30 그림책처럼 카미마로 분수마당 ⑧ 

17:00~17:40 저 아래 물은 얼마나 깊을까 스튜디오 이클립스 서울대공원 과천저수지⑭ ** 

18:00~18:40 오 마이 갓! 프로젝트 외 추사마당 ② 

18:00~18:30 웃음  (사)NOW무용단 분수마당 ⑧ 



18:30~19:30 똥개 댂스씨어터 창 최효자마당 ⑨ 

18:30~19:00 그림책처럼 카미마로 분수마당 ⑧ 

18:30~19:15 골롞드리노 이야기 골롞드리노 극단 정자마당 ⑩ 

19:00~20:00 멕시 비엥 무뮤직 서커스 축제마당 ③ 

19:00~20:00 도시괴담 서울괴담 시민회관 주차장 ⑥ 

19:00~22:00 도시내시경: 과천의 기억 프로젝트잠상 정자마당 ⑩ 

19:00~20:00 나르시스의 관망 일로토피 서울대공원 과천저수지⑭ ** 

20:00~20:40 거리광대극 <홀림낚시> 연희집단 The광대 한마당 ① 

20:00~20:40 현제와 구모텔 노나니 최효자마당 ⑨ 

20:30~21:00 가로등의 시갂 임프로드 바닥 청계초 앞 ⑪ 

21:00~21:35 태양의 조각 플레이밍 추사마당 ② 

22:00 음악공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마당 ③ 

 

9.24(토) 

14:30~15:00 엄마와 도깨비의 구슬 맑은내 지역아동센터 분수마당 ⑧ 

15:00~15:40 봉산탈춤 배움터 길 짠지패 한마당 ① 

15:00~15:30 토이 피아노 연주 헤일리카(차혜리) 별양동쉼터 ⑦ 

15:30~16:00 그림책처럼 카미마로 별양동쉼터 ⑦ 

16:00~16:40 중요무형문화제 제58호 줄타기 전통줄타기보존회 추사마당 ② 

16:00~16:30 토이 피아노 연주 헤일리카(차혜리) 별양동쉼터 ⑦ 

16:00~18:00 
프로젝트 그룹 마스터 2011년 헤베 

프로젝트 - 오감展 (120) 
MAS+터 분수마당 ⑧ 

16:00~16:45 골롞드리노 이야기 골롞드리노 극단 정자마당 ⑩ 

16:30~17:00 그림책처럼 카미마로 카미마로 

17:00~18:00 멕시 비엥 무뮤직 서커스 축제마당 ③ 

17:00~17:40 쏭노인 퐁당뎐 
공연창작집단 뛰다 + 

스너프퍼펫 시민회관 야외무대 ④ 

17:00~17:30 어느날 오후 배낭속사람들 최효자마당 ⑨ (뒤) 

17:00~17:40 저 아래 물은 얼마나 깊을까 스튜디오 이클립스 서울대공원 과천저수지⑭ ** 

17:30~18:00 음악공연 좋아서 하는 밴드 정자마당 ⑩ 

17:30~18:15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공작소365 별양동쉼터⑦ → 분수마당⑧ * 

18:00~18:40 오 마이 갓! 프로젝트 외 추사마당 ② 

18:00~18:30 바다의 여자 셀린 바케 & 니나노 난다 분수마당 ⑧ 

18:20~19:00 리어카, 뒤집어지다 극단 몸꼴 중앙로 소방서 삼거리 ⑫ 

18:30~19:15 골롞드리노 이야기 골롞드리노 극단 정자마당 ⑩ 



19:00~20:00 멕시 비엥 무뮤직 서커스 축제마당 ③ 

9.24(토) 

19:00~19:40 전환점 아트멘 시민회관 앞마당 ⑤ 

19:00~22:00 도시내시경: 과천의 기억 프로젝트잠상 정자마당 ⑩ 

19:00~20:00 나르시스의 관망 일로토피 서울대공원 과천저수지⑭ ** 

19:30~20:00 빛, 날다 프로젝트 날다, 화랑 중앙로KT앞 ⑬ 

20:00~20:40 거리광대극 <홀림낚시> 연희집단 The광대 한마당 ① 

20:00~21:00 마법의 밤 작사 중앙로KT앞⑬ → 축제마당③ * 

20:30~21:00 가로등의 시갂  임프로드 바닥 청계초 앞 ⑪ 

21:00~21:35 태양의 조각 플레이밍 추사마당 ② 

22:30 음악공연 눈뜨고 코베인 축제마당 ③ 

 

9.25(일) 

14:00~14:40 2012년 12월, 최짂사댁 경사났네 
과천 공동육아  
협동조합 연합회  최효자마당 ⑨ 

15:30~16:00 음악공연 에버브라스밴드 굴다리 → 분수마당 ⑧ * 

15:30~16:00 그림책처럼 카미마로 별양동쉼터 ⑦ 

16:00~17:10 밝은 나라 아이들 
사단법인  

연극놀이터 해마루 
한마당 ① 

16:00~18:00 
프로젝트 그룹 마스터 2011년 헤베 

프로젝트 - 오감展 (120) 
MAS+터 분수마당 ⑧ 

16:00~16:45 골롞드리노 이야기 골롞드리노 극단 정자마당 ⑩ 

16:30~17:00 그림책처럼 카미마로 별양동쉼터 ⑦ 

17:00~17:40 쏭노인 퐁당뎐  
공연창작집단 뛰다 + 

스너프퍼펫 시민회관 야외무대 ④ 

17:00~17:30 어느날 오후 배낭속사람들 최효자마당 ⑨ (뒤) 

17:30~18:30 멕시 비엥 무뮤직 서커스 축제마당 ③ 

17:30~18:45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공작소365 별양동쉼터⑦ → 분수마당⑧ * 

18:00~18:30 바다의 여자 셀린 바케 & 니나노 난다 분수마당 ⑧ 

18:20~19:00 리어카, 뒤집어지다 극단 몸꼴 중앙로 소방서 삼거리 ⑫ 

18:30~19:15 골롞드리노 이야기 골롞드리노 극단 정자마당 ⑩ 

19:00~20:00 
줄광대 김대균의 재미있는  

줄타기 여행 '판놀음' 
줄타기보존회 한마당 ① 

19:00~19:40 전환점 아트멘 시민회관 앞마당 ⑤ 

19:00~19:30 음악공연 에버브라스밴드 중앙로KT앞 ⑬ 

19:30~20:00 빛, 날다 프로젝트 날다, 화랑 중앙로KT앞 ⑬ 

20:00~21:00 마법의 밤 작사 중앙로KT앞⑬ → 축제마당③ * 

21:00 폐막   



* 이동형 공연입니다 

**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되도록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공연장 앆내 지도 참조) 

*** 9월24일(토) ~ 25일(일), 18:00 ~ 21:30 중앙로 통제 (과천청사사거리 ~ 도서관 삼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