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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일의 쇼마칭(Show Marching) 퍼포먼스 그룹 ’렛츠쇼‘는

쇼 공연의 최고라 칭하는 마칭(Marching)의 장점을 흡수하고 무대 위의 쇼 퍼포먼스로

재해석하여 기존에 없던 장르를 개척, 탄생시킨 공연입니다.

마칭 음악과 악기, 장치들의 재조합을 통해 선보이는 다양한 볼거리와 화려한 연주기술!

세상 어디에도 없던 공연! 무대를 가득 메운 ‘렛츠쇼’의 웅장한 퍼포먼스가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세계유일의 쇼마칭 그룹‘렛츠쇼’

01공연팀소개

★ 주요 프로필 ★

공 연 │ 김조환 라이브콘서트, UV · 김태우 라이브콘서트, K-Pop Star 수능 콘서트

EARTH HOUR 기념행사, 2015 서울모토쇼, KBO 북경박람회, 미8군 공연 외 다수

정기공연 │ 설악워터피아 썸머스토리, 여수 세계박람회 FUNtastic Dream in Yeosu, 롯데월드몰

촬 영 │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Mnet 슈퍼스타K 시즌5, SBS 패션왕 코리아

f(x) 엠버 ‘Shake that brass’ 뮤직비디오 , KBS 트로트대축제

수 상 │ 2013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창작공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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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과 타악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퍼포먼스 쇼마칭! 렛츠쇼!

거침없는 연주에 화려한 연주기술, 웅장한 군무를 더한 세계유일의 쇼 공연입니다.

퍼레이드, 오프닝무대, 축하무대,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 레퍼토리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쇼마칭(Show Marching)퍼포먼스

3

02공연프로그램

★ 쇼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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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구성된 세계유일의 쇼마칭퍼포먼스 그룹! 렛츠쇼!

렛츠쇼의 『쇼마칭』 장르는 렛츠쇼에서 창작한 새로운 공연장르입니다.

세계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장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03공연레퍼토리

4

2. 렛츠쇼 축하공연 (10’~30’)

#1 Rock Play

#2 Mexican Flyer

#3 Tequila

#4 Let’s Dance

#5 Matrix

#6 It’s Raining Men

#7 Guy Guy Guy

현란한 스틱기술과 다채로운 안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새로운 볼거리!

귀에 익은 곡들로 구성된 흥겨운 무대로 보는 이들은

어깨를 들썩이게 될 것입니다.

1. 렛츠쇼 오프닝공연 (5’)

#1 Let’s Show Opening

#2 Rock Play

반짝이는 악기들과 의상!

무대를 가득 메운 렛츠쇼의 웅장한 군무와 연주가

화려한 오프닝 무대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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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렛츠쇼 퍼레이드 (10’~20’)

#1 팡파르, 행진곡, 영화음악 등 여러장르 레퍼토리

다같이 렛츠쇼! 렛츠고!

렛츠쇼와 함께하는 거리는 시선이 쏠립니다.

컨텐츠를 알리고 시선을 받고 싶다면 렛츠쇼와

함께 렛츠쇼! 렛츠고!

4. 렛츠쇼 콘서트 (60’)

#1 Intro

#2 Rock Play

#3 Over The Rainbow

#4 L.O.V.E

#5 Show Hot

#6 Let’s Quartette

#7 Take The A Train

관객과 호흡하는 가슴 뛰는 무대!

심장을 울리는 드럼! 귀를 청아하게 만드는 금관!

온 몸에 흐르는 전율로 새로운 음악 콘서트를 만끽

할 것입니다.

#8 Libertango

#9 Make Her Mine

#10 Color Guard & Tom tom

#11 Snare & Tom tom

#12 Guy Guy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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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마칭 ★

악기구성 │ #기본악기

트럼펫, 마칭트롬본, 마칭스내어 드럼

#추가악기

핸드심벌, 베이스드럼, 깃발

필요사항 │ MR Player,

악기용 Wireless PIN MIC (준비가능 시)

멘트용 Stand MIC 1EA

04악기구성 및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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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스타킹 출연모습 >

< SBS 패션왕코리아 출연모습 >

< 슈퍼스타K 출연모습 >

< f(x) 엠버 뮤직비디오 출연모습 >

05방송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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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주요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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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마칭퍼포먼스 그룹 ‘렛츠쇼’ 주요프로필

부사관 음악회 (국방부)

한국프로야구 북경 박람회 (KBO)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 교정본부)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행사 (국가보훈처, 부산광역시)

국제무예 연무대회 (충주시)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청양군)

경남도민체전 (창원시)

의왕철도축제 (의왕시)

쇠부리축제 (울산북구청)

무주반딧불축제 (무주군)

52사단 군부대 공연 (광명시)

미국독립기념행사 미8군 공연 (미8군)

인천 차이나타운 중국문화축제 (인천시)

남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울산 남구청)

평창올림픽 라이브사이트 (평창올림픽 조직위)

Tour de Korea 거점지자체 조인식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모토쇼 (포르쉐코리아)

잠실롯데월드몰 정기공연 (롯데물산)

서울어린이 대공원 어린이날 퍼레이드 (서울시설공단)

신한은행 에스버드 여자농구단 홈 개막전 (신한은행)

롱리치코리아컨벤션 (롱리치코리아)

SK증권 행복콘서트‘상상하자’(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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