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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 

애니메이션 크루는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미와 감동의 
퍼포먼스로 모든이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공연을 선보인다 

애니메이션 크루는 세계 여러무대의 각종 대회마다 큰상을 휩쓸며                       
그 명성이 세계방방곡곡의 팝퍼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그들의 최고 기술인 시그너처 로보틱 댄스 스타일은 

관객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다.  



2015년        

AMERICA’S GOT TALENT SEASON 10 LIVE SHOW  

MNET DANCING9 - 레드윙즈 히든카드 출연 

ICELAND KOREAN NIGHT 초청 공연 

FANTASKO - 보스니아, 사이프러스, 알제리 투어 공연 (외교부) 

KOREA RHAPSODY - 페루, 에콰도르, 브라질 투어 공연 (외교부) 

KOREA RHAPSODY - 터키,이집트,안도라,스페인 투어 공연 (국제교류재단) 

홍콩 구정축제 한국 대표 참여 (홍콩 관광청) 

두바이 쇼핑페스티벌 초청 공연  

TVN “O 크리에이티브” 최우수상 수상 

아리랑,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다 초청 공연 

가수 “터보 20주년 기념 앨범” MV 촬영 

2014년  

 

한류힙합문화대상 시상식 작품상 수상 및 축하 공연 

독도 평화의 춤 총연출 및 공연 (경상북도 독도재단) 

KBS 2TV 불후의 명곡 : 손호영,동준 안무 및 출연 

Fantasko - Portugal, Croatia, Georgia, Azerbaijan, Russia, Belarus 투어 공연 (국제교류재

단) 

Kangol Showdown 14aw/15ss kangol presentation 초청 공연 

K-HIPHOP STREET DANCE DVD&교본 총괄 진행 (사단법인 한국힙합 문화 협회) 

World youth hiphop festival 진행 및 Guest show (사단법인 한국힙합 문화 협회) 

Redbull BCONE Seoul cypher Guest show 

Rock the Floor Vol.2 기획 및 심사 



2013년 

         

뮤직 콘서트 “빈센트 반고흐” 출연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 초청 공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힙합문화 페스티벌 초청 공연 및 공로상 수상상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초청 공연 

프랑스 TV 프로그램 TF1 “BEAT THE BEST” 초청 출연 

짐바브웨 HIPA FESTIVAL 초청 공연  

ARIRANG RHAPSODY - Panama, Venezuela, Jameica 투어공연 (국제교류재

단) 

LEGEND K - Uganda, Rwanda, Congo 투어공연 (국제교류재단)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 스트릿 댄스 파트 안무 연출 

KBS 2TV 불후의 명곡 : 박재범 안무 및 출연 

한국 문화예술 후원의날 초청 공연 (문화체육관광부) 

갤럭시 노트데이 안무 연출  

영화 “전국 노래 자랑” 안무 및 출연 

서울 문화재단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선정 

2012년  

 

TV 프로그램 TVN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2” TOP3 

MBC 무한도전 연말 콘서트 “하하” 안무 및 출연 

일본 방송 TBS “ASIAN ACE” KOREA VS JAPAN 편 출연  

시월에 눈 내리는 마을 콘서트 초청 공연 

가수 “바이브” 전국투어 콘서트  

일본 TV 프로그램 TBS “ASIAN ACE” 초청 출연 

R16 KOREA Guest show 

Pop Lock box korea Judge 

Street Jam 10th Anniversary Judge & Guest show 

BMW 모토라드 런칭쇼 초청 공연 

대한민국 종교문화 축제 초청 공연 

중국 상해 한국 문화축제 초청 공연 

LG TV 바이럴 광고 촬영 

SKT 호핀 광고 촬영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 이사 등재 



2011년 

         

부산 국제힙합페스티벌 Guest show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Guest show 

힙합,현대무용 우리들과 만나다 초청 공연 

한글 춤으로 노래하다 공연  

중국 상해 한국 문화 축제 초청 공연 

가수 “장우혁” 미니 앨범 3집 안무가 및 메인 댄서 

가수 “울랄라세션” 단독 콘서트 특별 출연 

가수 “Brian Mcknight” 내한 콘서트 오프닝 공연 

2010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폐막 공연 

GS LOVE 콘서트 오프닝 공연 

국제 로봇 융합 컨퍼런스 축하 공연 

사단법인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홍보 대사 

사단법인 “녹색 연합회” 홍보 대사 

넌버벌 퍼포먼스 “베이비 (Battle Bboy)” 안무 및 출연 

두바이, 아부다비 Korean night 초청 공연 

싱가폴 Natas Festival 초청 공연 

2009년 

         

SBS 애니메이션 어워즈 오프닝 공연 

Seoul dance delight 2nd prize 

R-16 World Final Guest show 

부산 국제 힙합 페스티벌 Judge 

Match one’s skill vol.2 Guest show 

하이트 COOL CONCERT 초청 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2 안무 및 출연 

제 16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스트릿 댄스상 수상 

2008년 

         

MTV 서울 가요대상 오프닝 공연 

Korea poppin session Guest show 

Bboy best championship Guest show 

Uniqlo mix play show 

Uniqlo heattech 런칭 공연 

Car mania Festival 초청 공연 

라오스 초청 공연 



2007년 

         

중국 심양,하얼빈 초청 공연 

Japan dance delight OSAKA FINALIST 

Singapore LG MOBILE Showcase 

에딘버러 페스티벌 초청 공연 

U.K IMHX 2007 Showcase 

국제 INTERSKI 개막 공연 

제1회 방위 사업청 국제 획득회의 초청 공연 

FILA BATTLE PARTY Guest show 

국제 힙합 페스티벌 한국대표 선발전 퍼포먼스 부문 우승 

SBS 스타킹 16회 우승 “열혈매직댄스” 

2005년 

         

제 1회 서울 아티스트 자격획득 

추석특집 스펀지 “인체의 신비”편 출연 

Maniafest Dance Championship Best Dancer 

Best of Best vol.2 Judge 

Match one’s skill Guest show 

정치와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IV Show Case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출범식 Opening Show 

ITALY POP LOCK BATTLE Judge 

한국 문화사절단 중국 공연 

태국,말레이시아 BATTLE-STREET Judge & Guest show 

2006년 

         

MNET 슈퍼 바이브 파티 초청 공연 

TOP OF THE TOP VOL.3 POPPIN PART WINNER 

DANCE TRAIN VOL.1 WINNER 

전국 힙합 최강전 WINNER 

20’revolution code festival Guest show 

SICE-ICAS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초청공연 

제3회 게임영상음악제 (G-Star) 초청공연 

2004년 

         

Asia Dance Project Dosi Korea Poppin Winner 

뮤지컬 "아이" Guest 공연 

나이키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교체식 축하공연 

CLUB TOWN 온라인 강사 

SMS Dance Studio 힙합강사

HITE CF 촬영 



Just Dance 

Music Box 



Music Box 

Hyper Art 



Fantasko Fly 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