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dern Pre-junior Ⅰ Solo

2101 정*서 어느 멋진 날

2102 박*슬 시크릿

2103 곽*은 부름에 돌아보다

2104 김*율 Kukerichoo

2105 류*하 꽃이 피더라

2106 백*영 흔들리다 머문다

Modern Pre-junior ⅠGroup

2201 이*주 외 4명 관계형성

Modern Pre-junior Ⅱ Solo 

2301 심*원 창문을 열면

2302 김*겸 마음을 담다

2303 김*은 나비의 꿈

2304 이*민 상상의 몸짓

2305 김*후 바람의 숨결

2306 조*엘 너에게 기도할게.

2307 김*은 WAHT I SAY

2308 김*지 손끝으로 전하는 말

2309 양*원 하얀 .. 꽃말

2310 오*결 나는 나를 안다

2311 전*은 첫사랑일까?

2312 홍*랑 진달래꽃 필적에

2313 장*서 피어나는 새벽

2314 소*원 타는 목마름

2315 이*은 보고 또 봐도 그립다

Modern Pre-junior Ⅱ Group

2401 박*현 외 3명 Goodbye COVID19



2402 심*원 외 14명 새벽닭은 울까요?

Modern Junior Solo 

2501 엄*우 기억의 조각

2502 김*희 선택의 기준

2503 김*빈 시간을 달리다

2504 김수* 바라볼수록

2505 박*연 숨쉬는 모든 순간들

2506 박*별 Trace

2507 이*영 너의 빈자리에
바람이 분다

2508 최*나 Take off

2509 허*진 사라지는 포옹

2510 현*은 중독

2511 안*준 “가리키다. “

2512 조*영 지평선

2513 이*민 나비

2514 손*빈 사피엔스

2515 황*연 낙원의 문

2516 조*서 나의 외침

2517 장*원 Red eye

2518 하*현 그리움을 모아

2519 김*린 그리운 그날

2520 전*림 Memory

2521 권*연 Knock on effect

2522 강*경 나를 사로잡다

2523 임*지 잔상

2524 권*진 달팽이의 망각

2525 박*나 가시의 심장

2526 신*승 한걸음 한걸음 더

2527 허*원 기억을 담다



2528 이*정 비행

2529 김*우 고요 속의 한걸음

2530 안*지 해바라기

2531 이*원 이성을 잃다

2532 강*은 어둑새벽의 울림

2533 김*연 파도가 지나간 자리

2534 박*림 그 꽃을 꺾지 마시오

2535 오*은 찔레꽃

2536 강*영 비상의몸짓

2537 박*우 슬픔과 기쁨의 공존

Modern Senior Solo 

2601 김*은 오스모스

2602 김*은 Shape of water

2603 김*현 자유

2604 이*엽 홈

2605 김*윤 위로의 언덕에는
바람이 일고

2606 문*빈 disappearing violin

2607 김*희 오늘 하루도
이렇게 멀어져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