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용 고등부 저학년 전통 개인 여자

1 민속무용 이*서 강선영류 태평무

2 민속무용 한*윤 이매방류 승무

3 민속무용 고*나 입춤

4 민속무용 문*연 이매방류 살풀이춤

5 민속무용 박*정 한영숙류 승무

6 민속무용 김*령 이매방류 살풀이

7 민속무용 기*연 이매방류 승무

8 민속무용 김*서 강선영류 태평무

9 민속무용 김*우 이매방류 살풀이

10 민속무용 박*우 한영숙류 태명무

11 민속무용 최*진 이매방류 살풀이춤

12 민속무용 정*현 강선영류 태평무

13 민속무용 이*연 이매방류 승무

14 민속무용 이*림 한영숙류 살풀이

한국무용 고등부 저학년 전통 개인 남자

1 민속무용 이*욱 이매방류 살풀이

2 민속무용 김*찬 이매방류 승무

한국무용 고등부 저학년 창작 개인 여자

1 한국(창작) 홍*은 꽃 _ 나비

2 한국(창작) 안*정 자탄가(自歎歌)

3 한국(창작) 노*서 붉을 적

4 한국(창작) 양*윤 소녀..기다리나니..



5 한국(창작) 홍*주 만신...자리걷이 하리오...

6 한국(창작) 이*현 찬비가

7 한국(창작) 문*원 보(菩), 살피어나니...

8 한국(창작) 정*린 飛

9 한국(창작) 강* 칼날 위의 무희

10 한국(창작) 이*린 희비(喜悲)

11 한국(창작) 송*아 버드나무위의  작은울림...

12 한국(창작) 전*빈 화고(鼓)의 니나노

13 한국(창작) 오*원 曙月(서월) , 그 아래에서...

14 한국(창작) 장*린 그리우니...

15 한국(창작) 황*원 진흙 속에 피어나는 花

16 한국(창작) 오*원 흔들리며 피는 꽃

17 한국(창작) 공*원 현혹의 사(巳)

18 한국(창작) 신*정 그대 가시던 봄날

19 한국(창작) 박*연 戀(연), 오래된 기도

20 한국(창작) 김*원 공후인 箜篌引

21 한국(창작) 김*은 곡자(哭子)

22 한국(창작) 배*연 현의 노래

23 한국(창작) 김*우 이야 지야 긴 밤 새오려니

24 한국(창작) 최*진 달빛의 울림 

25 한국(창작) 임*은 그리고..짙게 머물리라

26 한국(창작) 안*민 그리워라

27 한국(창작) 이*원 은파,파도의 속삭임

28 한국(창작) 진*혜 부(父), 잿속에 핀 꽃

29 한국(창작) 권*원 비단 끝에 드리우고..(滿月)



30 한국(창작) 김*슬 그 때의 봄

한국무용 고등부 저학년 창작 개인 남자

1 한국(창작) 김*원 산산수수

2 한국(창작) 정*진 후 후 내안에

한국무용 고등부 고학년 전통 개인 여자

1 민속무용 남*혜 이매방류 살풀이춤

2 민속무용 김*리 이매방류 살풀이

3 민속무용 이*현 한영숙류 살풀이

4 민속무용 안*나 강선영류 태평무

5 민속무용 조*은 한영숙류 태평무

한국무용 고등부 고학년 창작 개인 여자

1 한국(창작) 김*서 소녀, 영목(靈木)이 되어 

2 한국(창작) 김*연 마혜, 그녀의 시간을 걷다...

3 한국(창작) 나*수 그대 머무는 곳에...

4 한국(창작) 박*진 천민의 재인(才人):사당패

5 한국(창작) 천*우 香, 흩날리니...

6 한국(창작) 노*림 풍전등화(風前燈火)

7 한국(창작) 유*연 해어화

8 한국(창작) 신*빈 파도 위에 서다

9 한국(창작) 유*현 바람의 초상

10 한국(창작) 이*늘 바람따라 곁에 고하니

11 한국(창작) 황*선 사(死)의 찬미



12 한국(창작) 정*정 뺑덕이라 부르니

13 한국(창작) 정*리 어이 가시렵니까...

14 한국(창작) 문*빈 바라밀다

15 한국(창작) 김*나 님은 먼곳에....

16 한국(창작) 이*영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7 한국(창작) 고*민 동녘이 트려 할 무렵

18 한국(창작) 정*영 한국(창작) 지는달이 그리워 나는 욺니다

19 한국(창작) 신*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

20 한국(창작) 김*현 달은 반만

21 한국(창작) 서*람 하늘 아래 쓴 詩

22 한국(창작) 조*영 회룡(回龍)의 깃

23 한국(창작) 황*하 향설, 흩날리니 섦고 섦어라...

24 한국(창작) 백*연 현(絃), 타노라니

25 한국(창작) 이*영 녀전(女戰)

26 한국(창작) 정*연 자유로운 새에게

27 한국(창작) 김*은 적벽가

28 한국(창작) 김*겸 舞, 나를 위한 위로

29 한국(창작) 권*지 저 생에서도 흐노니...

30 한국(창작) 이*원 달 속에 사무치다

31 한국(창작) 안*연 목련,오월의 노래

32 한국(창작) 이*민 탐(貪), 붉게 물들다

33 한국(창작) 오*현 심수 心邃

34 한국(창작) 김*은 난화에 가을바람 스치면

35 한국(창작) 유*승 햇살이 내리는 뜰

36 한국(창작) 최*희 동백꽃 그늘 아래



37 한국(창작) 곽*경 여우구슬, 서리서리 슬피우는...

38 한국(창작) 도*정 심(心), 여백으로 깊어지다

39 한국(창작) 예*주 깃, 봄볕의 태양을 품어...

40 한국(창작) 서*영 산오름

41 한국(창작) 이*진 이 여생(餘生) 피우리 - This rest of my life, Piuri.

42 한국(창작) 배*은 현(絃)의 울림

43 한국(창작) 박*서 녹향(綠香), 그리움의 흔적...

44 한국(창작) 최*정 흔들리며 피는 꽃

45 한국(창작) 유*원 월야(月夜), 달빛에 스미다

46 한국(창작) 이*영 취선당(就善堂)에서..

한국무용 초등부 중학년 전통 개인 여자

1 민속무용 이*윤 오고무

한국무용 초등부 중학년 창작 개인 여자

1 한국(창작) 오*음 물결위의 봄

2 한국(창작) 장*은 꿈꾸는 나날

3 한국(창작) 서*원 파랑새..엄마의 기억

4 한국(창작) 양*경 돌아보세~!

한국무용 초등부 중학년 창작 단체

1 한국(창작) 김*은 외 6명 바람의 향연

한국무용 초등부 고학년 전통 개인 여자

1 민속무용 조*비 부채산조



2 민속무용 안*정 태평무

한국무용 초등부 고학년 창작 개인 여자

1 한국(창작) 곽*운 춘상

2 한국(창작) 최*윤 그대,나의꽃이어라

3 한국(창작) 김*윤 화조(火鳥)-날아오르다

4 한국(창작) 손*아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한국무용 초등부 고학년 창작 단체

1 한국(창작) 이*림 외 5명 바구니 춤

한국무용 중등부 저학년 전통 개인 여자

1 민속무용 김*희 소고춤

2 민속무용 김*원 한영숙류 태평무

3 민속무용 김*민 김백봉 부채춤

4 민속무용 장*현 소고춤

한국무용 중등부 저학년 창작 개인 여자

1 한국(창작) 최*채 탐(貪)

2 한국(창작) 김*아 바람 끝에 머무르는...

3 한국(창작) 정*경 달빛 그 항아를 따라 거닐과저...

4 한국(창작) 전*든 그대...그대로이어라!

5 한국(창작) 김*서 천하이양:천상의올림

6 한국(창작) 이*원 하늘아, 하늘이요

7 한국(창작) 장*은 업고 놀자



8 한국(창작) 송*린 또 다른 나...

9 한국(창작) 김*우 1919..복사꽃의 기억

한국무용 중등부 저학년 창작 개인 남자

1 한국(창작) 오*원 단(單), 남겨진 길...

한국무용 중등부 고학년 전통 개인 여자

1 민속무용 김*이 한영숙류태평무

한국무용 중등부 고학년 창작 개인 여자

1 한국(창작) 최*원 월연가:달을 그리는 노래

2 한국(창작) 홍*슬 난설헌_덧 없다하여...

3 한국(창작) 김*아 행화락(杏花落)

4 한국(창작) 정*인 해국;기다림

5 한국(창작) 이*원 머물러도, 떠나가도

6 한국(창작) 유 * 버려진 달, 찬위를 꿈꾸다.

7 한국(창작) 장*경 연(緣),그 길에 닿기를

8 한국(창작) 한*경 검은바다

9 한국(창작) 박*연 극락조

한국무용 일반부 전통 개인 여자

1 민속무용 이*희 이매방류 승무

2 민속무용 최*정 한영숙류 태평무

3 민속무용 최*희 한영숙류 태평무

4 민속무용 최*정 태평무



5 궁중무용 이*영 춘앵전

6 민속무용 이*수 이매방류 살풀이

7 민속무용 조*아 강선영류 태평무

한국무용 일반부 창작 개인 여자

1 한국(창작) 김*연 悲感(비감)

2 한국(창작) 명* 낙화유수

3 한국(창작) 김*은 남겨진 그리움...

4 한국(창작) 이*아 女毒(여독)

5 한국(창작) 황*진 봄날, 그대에게 보내는 시

6 한국(창작) 오*민 부용꽃 스물일곱 송이

7 한국(창작) 변*정 아비

8 한국(창작) 이*은 사라지는 살아지는 .. 나는 꽃이다

9 한국(창작) 이*현 무아(無我)

한국무용 일반부 창작 개인 남자

1 한국(창작) 최*원 서슬이 오르다

2 한국(창작) 조*정 빈사의 白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