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irl group 



새로운 탑의 탄생! 
신생 걸 그룹 뉴 탑 입니다 
오랜 경력의 걸 그룹으로 2016년 2
월 디지털 싱글 발매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랩퍼 와 보컬을 갖추
고 커버댄스 위주의 공연활동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20살 21살의 맴버들로 구성  
평균신장 170cm 로 늘씬한 몸매와 
큐트한 비주얼, 오랜 연습생 생활
로 무대매너 또한  갖추어져 있습
니다 
 

▷ 소개 글 

걸그룹뉴탑 



  

걸그룹뉴탑 



  

  

걸그룹뉴탑 ‘NEW TOP’ 
  

     이름 : 송이  21세 
        키 : 170cm  몸무게  : 49kg 

     의상 사이즈 : 55 
특기 : 랩퍼, 댄스 



  

  

걸그룹뉴탑 ‘NEW TOP’ 
  

     이름 : 효성  , 20세 
        키 : 171cm  몸무게  : 52kg 

     의상 사이즈 : 55반 
특기 : 보컬, 댄스 



     이름 : 성연 , 21세 
        키 : 169cm  몸무게  : 52kg 

     의상 사이즈 : 55반 
특기 : 댄스 

걸그룹뉴탑 



해외공연 – 중국 상하이 K-POP 댄스 초청공연            해외공연 – 중국 허난성 정저우 ‘gaga club’ k-pop 공연 
해외공연 - 태국 '파타야  "한류열풍 페스티벌 “            해외공연 - 두바이' 빌딩 쇼‘ 
해외공연 - 일본 '연어축제'                                       해외공연 – 말레이시아 k-pop 초청공연 
해외공연 – 싱가포르 k-pop 초청공연      해외공연 – 중국 베이징 클럽 모도 ‘modo’ 
 
8년 연속 보령 머드축제 공식지정 댄스 팀                    인제 -빙어축제, 열목어축제, 황태축제 7년 전속 댄스팀 
(그 외 서울, 지방 지역축제 초청공연 경력 다수)           가수 '바다' 콘서트  바다 서브 댄서 팀 
sbs 스타킹 백업 다수                                              스마트 폰 '베가' 런칭 기념행사 초청공연 
우리은행, 웅진, 기업은행등  
- 장기자랑 안무 레슨 다수 
패션쇼 – FILA, 코오롱 스포츠,  
꽃 박람회, 헬로스타 선발대회 등...  
초청공연 다수 
롯대 백화점, 애경 백화점 등  
백화점 공연 다수 
헬로 APM, 밀리오레, 두타, 뉴존등  
동대문 쇼핑몰 공연 다수 
중, 고등학교 축제 공연 다수 
군부대 공연 다수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크리스 마스  
기념 공연 다수 
영화, CF, 뮤직비디오, 홈쇼핑 등  
방송 출연다수 
기업체 행사 초청공연 다수 
대학 축제, 오리엔테이션 초청공연 다수 
 
미라클 15년의 경력으로 탄생한  
새로운 걸 그룹 뉴탑 입니다 
 
 

▷  경력사항  

걸그룹뉴탑 



▷  퍼포먼스 

플레이 타임 15-30분 조정가능 

 

K-pop 이미테이션 퍼포먼스  

최신가요 다량 보유 

 

현아 현승 ‘트러블 메이커 

(관객과 함께 – 관객 1분30초 무대위로  

 올려 의자 퍼포먼스) 등 다양함 

 

일렉 – 실루엣 퍼포먼스 

 

파워풀한 걸스힙합등 다양한 퍼포먼스 

 

마지막 객석으로 돌진 함께 즐기는 시간 

 

 

•행사 컨셉별 다른 퍼포먼스 가능 

•타  공연팀과 협연 공연 가능 

  

 

 

걸그룹뉴탑 



Profile Photos 
  

걸그룹뉴탑 



걸그룹뉴탑 











Thank for your kind attention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