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이　름 제　　목 상
독무 나조 도까이지부 려윤아 북춤 금

독무 나조 김영란무용연구소 김선려 초립동 금

독무 나조 오사까지부 김영화 손북춤 금

독무 나조 오사까지부 서영혜 천안삼거리 동

독무 나조 효고지부 로리야 젊은 무희 동

독무 나조 오사까지부 장성애 젊은 무희 동

독무 나조 도꾜지부 성경임 손북춤 은

독무 나조 리미남조선무용연구회 권안리 천안삼거리 은

독무 나조 도까이지부 박리혜 소고춤 은

독무 나조 효고지부 곽순의 젊은 무희 은

독무 나조 도까이지부 오청향 장고춤 은

소속 이　름 제　　목 상
독무 가조 임추자민족무용단 부속 연구소 최은화 칼춤 금

독무 가조 임추자민족무용단 부속 연구소 유경희 바라춤 금

독무 가조 교또지부 신미화 젊은 무희 동

독무 가조 효고지부 림전숙 조개춤 동

독무 가조 효고지부 김성숙 북춤 동

독무 가조 오사까지부 리화미 바라춤 -혼의 소리- 동

독무 가조 도꾜지부 고구미 가을하늘아래서 은

독무 가조 김영란무용연구소 김윤옥 북춤 은

독무 가조 오사까지부 윤진희 고구려무희 은

독무 가조 효고지부 황우선 무녀춤 은

독   무



소속 제　　목 상
중무 나조 오사까지부 창작 흥바람 금
중무 나조 니시도꾜지부 기성 우리 장단이 좋아 금
중무 나조 오사까지부 기성 우리 장단이 좋아 금
중무 나조 후꾸오까지부 창작 소고춤 은
중무 나조 도까이지부 기성 방울춤 은
중무 나조 도꾜지부 기성 도라지 은
중무 나조 효고지부 창작 무희 은
중무 나조 도까이지부 창작 환희 은
중무 나조 효고지부 창작 들북춤 동
중무 나조 혹가이도지부 창작 바라춤 동
중무 나조 후꾸오까지부 창작 박편무 동

소속 제　　목 상
중무 가조 효고지부 창작 기원 금
중무 가조 김영란무용연구소 창작 고구려장고춤 금
중무 가조 효고지부 창작 소고놀이 금
중무 가조 임추자민족무용단 부속연구소 창작 잔발무 은
중무 가조 도까이지부 기성 꿍니리 은
중무 가조 도꾜지부 창작 바라춤 동
중무 가조 교또지부 창작 소고춤 동
중무 가조 아라까와무용소조 <여성> 기성 샘물터에서 동
중무 가조 도찌기무용소조 창작 바라춤 동
중무 가조 오사까지부 창작 박판무 동
중무 가조 도꾜지부 창작 혼 동

중   무



소속 제　　목 상
군무 나조 오사까지부 기성 박편무 금
군무 나조 효고지부 기성 키춤 금
군무 나조 도까이지부 창작 들북춤 동
군무 나조 효고지부 창작 향쇠춤 -울려퍼지리 우리의 넋 동
군무 나조 교또지부 창작 행복의 바라놀이 동
군무 나조 가나가와지부 창작 손북춤 은
군무 나조 도꾜지부 창작 부채춤 은
군무 나조 김영란무용연구소 기성 채방울춤 은
군무 나조 도까이지부 기성 내 사랑하는 꽃 은

소속 제　　목 상
군무 가조 도꾜지부 창작 마음속 우러르는 내 나라 기발이여 금
군무 가조 효고지부 기성 아박춤 금
군무 가조 오사까지부 창작 고동 금
군무 가조 오따어머니무용소조 창작 소고춤 동
군무 가조 김영란무용연구소 기성 비단실 뽑는 처녀들 은
군무 가조 교또지부 창작 보자기에 복을 싸서 은
군무 가조 사이다마무용소조<피여라> 창작 박편무 은

군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