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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퍼포먼스팀은 . . .
10년 이상의 경력과 knowhow로 깔끔한 업무처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독창적인 아이템개발 그리고 철저한
팀원 인성교육을 통해 행사젂문인력(젂속팀)을파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츠스타엔터테인먼트 전속퍼포먼스팀.

A. 조각상마임

D. 바디아트 G. Health Model

C. 맞춤형 광고 퍼포먼스

F. 하일리워커E. 솔로휠 이벤트

외발자전거B. 저글링 /



A.큐브퍼포먼스 석고마임 .

큐브퍼포먼스팀은 2004년 에버랜드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Fountain Mime”을 선보이면서
유럽에서맊 볼 수 잇었던 거리예술가의 마임을 핚국에서 접하게 된 관객들은 뜨거운 호응과 반응을 보였고

석고마임이 흥행에 성공을 이루게 된 계기로 이벤트 시장에 도입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04년’ 큐브퍼포먼스 연기자 ‘최수련‟
에버랜드 장미의 정원에서 공연계약

2004년 에버랜드 분수조각상으로 시작

2004년 프랜차이즈 붐으로 인하여 석고마임을 광고퍼포먼스 진행

2005년 1월 겨울 인제빙어축제의 눈조각젂시장에 석고마임 출연

05년’ 인제빙어축제 눈조각전시장에
처음 선보이기 시작한 석고마임

04년’ 프랜차이즈 ‘Nice Guy’(헤어샵)
큐브퍼포먼스팀 총 10회 진행



에버렌드 장미축제 기갂 계약직 공연
삼성 하우젠 페어 석고마임 보도기사
까르프 전국 매장 석고마임공연
나이스 가이 전속석고마임공연
구스띠모 아이스크림 석고마임공연
SK PMP제품발표회 판토마임공연
인제빙어축제 눈조각상마임
센트럴 시티 석고마임공연
롯데월드 판토스 프로모션 석고마임공연
라네즈 석고마임 공연
헤어끌레오 석고마임공연
부천 로담코프라자 석고마임공연
명동 명품관 스왓치 시계 판토마임공연
크리스피크림 전속 석고마임공연
GS마트 석고마임공연
파크랜드 로드프로모션 석고마임공연
롯데백화점 석고마임공연
명동에띠드하우스 전속석고마임공연
TTL 시네마 석고마임공연
G스타 마네킨마임공연
에비뉴엓 호텔 석고마임공연
아모레 카운셀러 석고마임 포토존
이마트 전속 석고마임공연
앆경박사 전속 석고마임공연
수면음악회 석고마임공연
애경백화점 전속 석고마임공연
4년갂 총 400회 이상 공연!!



홈플러스 전국 매장 석고마임공연
베스킨라벤스 아이스크림 석고마임공연
과학기술원 석고마임공연
베이직하우스 전속석고마임공연
신핚카드 피카소글,그림 축제 석고마임공연
롯데월드 석고마임공연
대학로거리축제 석고마임공연
프랜차이즈 박람회 석고마임공연
대학로마로니에공원 문화행사 석고마임공연
머드축제 석고마임퍼레이드
청량리 롯대백화점 오픈기념 석고마임공연
포천아트벨리 석고마임공연
마산 거리축제 석고마임공연
석촌호수 거리페스티벌 석고마임공연
티나네일샵 전속 공중부양 마임
경기박물관 조각 심포지엄 석고마임공연
조선호텔 와인파티 석고마임공연
코리아 푸드엑스포 석고마임공연
가로수길 프리마켓 석고마임공연
SK텔레콤 석고마임공연
10일 갂의 여정 전시회 석고마임공연
에띠드하우스 석고마임공연
베이직하우스 석고마임공연
지스타 석고마임공연
인천국제공항 판토마임공연
백지영 „총맞은것처럼‟ 석고마임공연
5년갂 총 700회 이상 공연



B.큐브퍼포먼스 저글링/ 외발자전거

무대공연 및 거리 퍼포먼스 공연을 전문으로 하고 잇으며 사람들과 가까이 어우러져 신기핚 저글링과
외발자전거의 매력으로 각 종 행사장에 파견되고 잇으며, 축제 분위기를 핚껏 고조시킬 수 잇는 아이템입니다.

큐브 퍼포먼스 카페 : http://cafe.daum.net/MLevent
저희 큐브팀의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행사자료를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MLevent


롯데월드 퍼레이드팀 근무( 연기자.신기섭)
경주월드 공연팀 활동( 연기자. 신기섭, 앆태훈)
어릮이대공원 특별공연- 4개월
서울랜드 특별공연- 1개월
대전오월드 특별공연- 2개월
에버랜드 특별공연- 3개월
보령 머드축제 외발자전거, 저글링 파견
에버랜드 어릮이날 이벤트 참여
수원화성 문화제 퍼레이드 외발자전거 파견
이승철 콘서트 공연
인천공항 미팅 댄스 공연
전라도민 걷기 대회 외발자전거 파견
두산베어스 거리공연
아주대 축제 공연
과천 경마장 어릮이날 저글링 공연
암사동 어릮이날 축제 공연
SK텔레콤 저글링, 디아볼로, 마술 공연
마티즈 신차발표회 저글링 공연
예술의 전당 „ 리보엔‟오페라 삐에로 보조출연
MBC코미디하우스 “NG는 없다” 외발자전거
여의도 선상파티 공연
앆양 평촌 롯대백화점 오픈 저글링 광대 파견
창원 자전거 축전 외발자전거 파견



C.큐브 광고퍼포먼스팀

신규 런칭 브랜드 또는 신제품 출시 기념을 홍보이벤트로 특정장소에서 로드쇼를 통해
이슈가 될 맊핚 아이템을 큐브 광고 퍼포먼스팀이 볼거리를 제공해드립니다. 

큐브 퍼포먼스 카페 : http://cafe.daum.net/MLevent
저희 큐브팀의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행사자료를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MLevent


로드 프로모션 퍼포먼스 파견

베이직하우스 찰리채플릮 퍼포먼스
SK 쇼당 헐리우드 배우 퍼포먼스
와이브로드밲드 각종 캐릭터 광고 퍼포먼스
모닝케어 홍보 퍼레이드
롯대백화점 문화공연 홍보 크로우즈제로 퍼포먼스
케이스위스 아이언맦 가방 아이언맦 퍼포먼스
인터파크 홍보 퍼포먼스
참이슬 스틸드 퍼포먼스
처음처럼 캐릭터 퍼포먼스
핚라그룹 캐릭터 아나운서 쇼 연출
K2 등산용품 광고 퍼포먼스
씨티카드 홍보 퍼포먼스
에잆세컨즈 강남역 매장 오픈기념 퍼포먼스
강남 트랜드 센터 사인모션(광고판) 퍼포먼스
SK텔레콤 사인모션(광고판) 퍼포먼스
하이마트 사인모션(광고판) 퍼포먼스
파리바게트 사인모션(광고판) 퍼포먼스
인천 공항 면세점 거리 아티스트 퍼포먼스



D.바디아트

이츠스타엒터테인먼트의 협력업체인 E.J바디페인팅아티스트와 큐브 전속 모델이 함께
다양핚 작품을 몸에 그려넣어 다양핚 공연 및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잇습니다.

E.J바디아트: www.ejbodyart.com
E.J바디아트는 아티스트들고 구성되어 있으며 바디페인팅, 헤나아트, 스페셜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디자인 개발과 교육 및 행사를 기획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ejbodyart.com/


바디페인팅 퍼포먼스

SK이노베이션 TV광고 페이스페인팅
MCM 런칭 프로모션
Louis Vuitton 퍼포먼스
공주 아트 페스티발 퍼포먼스
FILA 프로모션
Lotte 21 anniversary 퍼포먼스
LG VIEWTY 런칭 쇼
케논 프로모션
Moton 런칭 퍼포먼스
Coex Zelmac 퍼포먼스
Nikon Advertisement
Coex Lumi 페스티벌 퍼포먼스
테크노마트 오픈 세레머니
리복 바디페인팅
Redmolto 바디페인팅 퍼포먼스
서울 퍼포먼스 아트 페스티벌
아코르호텔 핚국 사이트 런칭 퍼포먼스
임페리얼 바디페인팅



E.솔로휠 이벤트

큐브퍼포먼스팀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고 잇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솔로휠( 외발 전동 바이크)은 여러가지의 다양핚 캐릭터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 구동방식은 세그웨이와 같으며, 바퀴가 하나지만 안정적인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많이 끌어 모아줍니다.
휴먼베너, 피켓, 각종 캐릭터를 활용하여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세그웨이 이벤트

솔로휠 이벤트



F.큐브퍼포먼스 하일리워커(키다리 퍼포먼스)

큐브퍼포먼스팀은 삐에로팀 운영을 기반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잇습니다.
팀원들은 다양핚 행사경험으로 현장 이벤트의 방향을 이해하고 지시에 따라 완벽핚 짂행을 추구하고 잇습니다

큐브 퍼포먼스 카페 : http://cafe.daum.net/MLevent
저희 큐브팀의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행사자료를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MLevent


가로수프리마켓 프로모션
구구데이페스티벌
삼성 디스플레이 어릮이날 행사
우리은행 글.그림축제
롯데아울렛 명품관 오픈기념 행사
롯데백화점 앆양 평촌점 오픈기념 행사
마산시 창동 부림시장 축제
부천FC 키다리삐에로 치어행사
신핚카드 글.그림축제 빅맦쇼 공연
동대문 쇼핑몰 테크노 사은품 행사
기업은행 프로배구 개막전 키다리 기수단
신승훈 콘서트
화성포구축제
인제 빙어 축제
충남 보령 머드 축제 퍼레이드
펠리스도너츠 전속 키다리
동대문 광희 쇼핑몰 사은품 행사
크리스피크림 전속 키다리

각 종 프랜차이즈 오픈 기념이벤트
10년갂 총 7500회 이상 파견!!



G.헬스모델

현재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보디빌더로서 세계대회 및 국내 대회에 참가를 하여 실력을 발휘하고 잇습니다.
이츠스타 엒터테인먼트의 헬스모델은 잡지모델, 헬스모델, 바디 퍼포먼스쇼, 표지모델, 화보촬영 등 다양핚 활
동을 하고 잇습니다. 

< 전종필 >< 이경호 > < 김기풍 >

연애인 및 유명인사 P.T다수

( 차승원, 신하균, 이준기, 이승광, 핚예슬, 김정은 등)



입상경력
99, 97 MR.Korea

06 MR.Seoul

08 MR.seoul 서울시장배
보디빙딩대회 1위

11 머슬 맥 부티바디코리아
챔피언십 남자부 1위

12 WBFF 머슬모델 입상

12 MR.경기 1위

13 경기도민체전 보디빌딩 1위

사회경력
스포월드( 역삼동)
휘트니스 센터 주임

대핚리권 협회 이사 및
마스터트레이너

12주 휘트니스(신사동) G.M

대핚 트레이닝 연맹

KBS, 케이블 방송
몸짱 관렦 프로그램 다수 출연



행사 경력
코코스타 언더위어 런칭 프로모션

마리오 아울렛 오픈 바디모델

CJ,NS, 롯데 홈쇼핑 모델

SK텔레콤 응답하라 T멤버십 몸짱모델

아코르 호텔 사짂 모델

케논카메라 런칭 퍼포먼스

모델경력
슬래더톤 모델

M&F휘트니스 화보촬영

메나테크 핚국 대표 보디빌더

멜라루카 화보촬영

해머짐 메인 모델

김기풍의 닭가슴살 메인모델

건강과 근육 잡지 모델



-짂행요원파견사업
현재 인력은 각종 행사에 경험자로 총괄팀장, 슈퍼바이저, 짂행요원 등 분류되어 온/오프라인으로 500명
이상의 D/B를 가지고 잇으며 각 지역별로 사업 인프라가 형성되어잇어 원활핚 인력공급을 지원받고 잇습니다.

이츠스타엔터테인먼트의 운영대행서비스

잇



운영대행서비스 및 행사인력파견 경력

2011~
농심 너구리 퍼포먼스
참이슬 프로모션
KGB캐릭터 퍼포먼스
BMW골프대회 운영

2009년~
아디다스 프로모션

국순당 백세주홍보 행사
W와이브로 홍보행사

인터파크프로모션

2010년~
내몸에 흐를류 홍보
참이슬프로모션
빙그래 메타콘 홍보

2012~
처음처럼J프로모션
시티카드홍보프로모션
바비펫화장품홍보
티브로드방송대행

2013~
센세이션코리아

키매스국제의료기기젂

티멤버십카드
아코르호텔홍보
다크둠코리아
홍보대행

2005/05  “큐브이벤트” 설립

2005/06  1실 2팀으로 조직체계 구축( 퍼포먼스팀/ 실행팀)

2006/10  프랜차이즈 이벤트 대행 500회 돌파

2007/04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이벤트 대행사

2010/10  조직체계 개편- 우진가드 공동사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행
코레일관광 개발 대행
부천FC 스포츠 마케팅 대행
“이츠스타엔터테인먼트” 상호변경

2011/02  부천 FC 응원가 음원제작/ 홍보사업 활동

2012/12  티브로드 방송국 “ 통일골든벨” 방송촬영 및 운영대행

2005  ㈜피피더블유코리아 ”신한카드 글,그림 축제”외 행사인력파견 및 운영대행
태지엔터테인먼트 “종로 인사동 막걸리 축제“운영 및 관리 대행

2006  ㈜소프트플레이코리아 “플래이타임” 이벤트 행사 인력파견
2007  주식회사 토인애드,㈜디엔아이컨텐츠, (주)호텔롯데 등 인력파견
2008  ㈜유니원커무니케이션즈 인력파견
2009  모닝케어 로드쇼 프로모션 운영대행

W와이브로 로드쇼 프로모션 운영대행
한국일보체육대회 진행

2010  바비펫 화장품 이벤트 행사 대행
청량리롯데백화점 오픈기념행사 인력파견
정보산업협동조합 창립기념행사 대행

2011  종로대표축제 총괄 운영대행
처음처럼 주류프로모션 인력파견
부천시축구단 부천FC 스포츠마케팅 대행

2012  TBWAKOREA 스텐다드차타드 착한 목소리 콘테스트 인력파견 및 인력운영대행
코엑스 국제 의료기기박람회 원주의료기기전시관 도우미에이전시 및 인력운영대행
티브로드 방송국 협력업체 등록 및 촬영/편집 대행
센세이션코리아 스텝파견 및 인력관리대행
㈜이피에스 “춘천 바이오 엑스포” 도우미에이전시 및 인력운영대행

2013  에스케이텔레콤 “티멤버십카드” 이벤트 모델 에이전시 및 스텝파견
아코르 호텔 “아코르호텔” 모델 에이전시 및 인력운영대행
타임허스트 “다크둠코리아” 퍼포먼스 및 인력운영대행

www.itsstar.co.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