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dern Pre-junior Ⅰ Solo 

NO. 성별 이름 작품명 영문작품명 음악 무대위치 소품

3101 여 정*서 Come Out Come Out 음악 상수 X

3102 여 김*온 그녀가 말하길.. She says.. 포즈 포즈 X

3103 여 박*린 구름위에 성 castle on a cloud 음악 하수 X

3104 여 김*연 흐름의 선택 Selection of flow 포즈 상수 X

3105 여 임*원 포레스트 Forest 음악 상수 X

3106 여 최*은 부름에 돌아보다 Turn to the call 음악 상수 X

3107 여 구*지 내가 찾고 있는 것은... What am I looking for... 포즈 상수 X

3108 여 박*슬 마틸다의 자켓 MATILDA'S JACKET 음악 상수 X

3109 여 김*율 싱그러운 꽃말 fresh flower language 포즈 상수 O

3110 여 민*율 revolt revolt 포즈 상수 X

3111 여 백*영 바람의 언덕 The hill of wind 포즈 하수 O



Modern Pre-junior Ⅱ Solo 

NO. 성별 이름 작품명 영문작품명 음악 무대위치 소품

3201 여 이*정 나에게 집중 시키다 focus on me 포즈 하수 없음

3202 여 김*지 열여섯번째 The 16th 음악 상수 없음

3203 여 김*경 그날의 기억 
When opening 

the window
포즈 상수 없음

3204 여 전*은 가슴에서 울리는 Ringing in my heart 음악 하수 없음

3205 여 이*하 구슬속 물 Fluids in the marble 포즈 하수 없음

3206 여 정*채 살며시 스며들듯 As if seeping through 포즈 상수 없음

3207 여 심*정 내가 그곳에 서 있는 이유 The reason I\'m standing there. 음악 상수 없음

3208 여 홍*랑 숲,메아리 Forest, Mahal 음악 상수 없음

3209 여 전*은 파인드 미 Find me 포즈 하수 없음

3210 여 김*후 못다한 얘기 Unfinished story 포즈 상수 없음

3211 남 김*연 call my name call my name 음악 상수 없음

Modern Pre-junior Ⅱ Group

NO. 성별 이름 작품명 영문작품명 음악 무대위치 소품

3212 윤채현 외 21명 원데이 one day 포즈 상하수 없음

3213
김민지 

 외 4명
신사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음악 하수 없음



Modern Junior Solo

NO. 성별 이름 작품명 영문작품명 음악 무대위치 소품

3301 여 하*연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What am I thinking? 포즈 상수 없음

3302 남 안*준 
Breathing of 
momentum 

Breathing of 
momentum 

음악 상수 없음

3303 여 신*승 그 언저리에서 Thereabouts 포즈 상수 없음

3304 여 윤*인 저는 윤아인입니다. I am Youn A In. 포즈 포즈 없음

3305 남 안*연 감춰진 시선 사이로 
Through the 
hidden gaze 

포즈 하수 없음

3306 여 안*지 그리고 봄이 오다
We are on the Brink of 

Spring
포즈 하수 없음

3307 여 정*연 Question Question 포즈 상수 없음

3308 남 안*현 I will go I will go 포즈 하수 없음

3309 여 강*경 안녕의 잔상
An afterimage of 

Good-bye
포즈 하수 없음

3310 남 이*찬 미래에서 온 편지 
a letter from
 the future 

포즈 포즈 없음

3311 여 정*경 얼룩에 대하여 About the stain 포즈 상수 없음

3312 여 김*은 왓 아이 세이 what I say 포즈 하수 없음

3313 여 조*영 기억너머에 Beyond memories 포즈 하수 없음



3314 남 김*강 my song my song 음악 하수 없음

3315 여 심*원 새벽숲 Early-Morning Forest 포즈 상수 없음

3316 여 허*원 flicker flicker 포즈 상수 없음

3317 여 문*원 Cognitive bias Cogbitive bias 음악 상수 없음

3318 남 심*승 헤쳐나가다 Get Through 포즈 상수 없음

3319 여 임*지 메이크 룸 make room 음악먼저 하수 없음 

3320 남 이*민 어둠 그 사이의 빛 Light in the Dark 포즈먼저 하수 없음 

3321 남 조*준 기억이 물들다 In memory 포즈먼저 포즈 없음 



Modern Senior Solo 

NO. 성별 이름 작품명 영문작품명 음악시작확인 등장위치 무대소품

3401 남 문*규 감각의 마침표. End of sense 포즈 상수 없음

3402 여 전*서 크리처 The Creature 음악 상수 없음

3403 여 김*지 음소거 Mute 포즈 상수 없음

3404 여 김*인 Spero spera Spero spera 포즈 하수 없음

3405 남 서*빈 간극 Interstice 음악 상수 없음

3406 여 최*령 사막 desert 음악 하수 없음

3407 여 김*빈 네가 원한다면 If you want 포즈 상수 없음

3408 여 구*지 
벼랑 끝에 

나를 세우다 
emancipation on the edge

 of a cliff 
포즈 상수 없음

Modern Senior Group

NO. 이름 작품명 영문작품명 음악시작확인 등장위치 무대소품

3409 박*인 외 3명 내일 tomorrow 포즈 상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