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OP 커버댄스 여성댄스팀 
-로즈퀸- 







공 연 소 개 
 

공연시간- 15분~25분 
인원 – 4~5인 

장르 – 걸스힙합,방송안무,창작안무 등 
 

여성댄스팀 로즈퀸은 
대학축제, 군부대공연, 방송출연,  

영화출연,기업행사등 오랜경험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퀄리티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 중앙박물관 댄스페스티벌 대상 
 
이대 청소년 페스티벌 대상 
 
인덕대학교 러시아 교환학생 
K-POP 초청강사 
 
코리아갓텔런트 드러머 퍼포먼스백업 
 
걸그룹 달샤벳 백업 
 
코요테 김종민 백업 
 
진로 로드프로모션 전속댄스팀 
 
강남 싸이 플래시몹 메인 댄서 외 다수 
 

리더 설 
Height - 168cm 

Weight – 49kg 



 
 
 
 
 
국립중앙박물관 댄스페스티벌 대상 
 
청소년 댄스팀 문화부장관상 수상 
 
이대 청소년페스티벌 대상 
 
경기도 청소년페스티벌 경기도지사상 수상 
 
신인 랩퍼그룹 몬스타즈 백업 
 
이선희콘서트 백업 
 
영화 톱스타 출연 
 
강남 싸이 플래시몹 메인 댄서 외 다수 
 
 

멤버 지 니 
Height - 167cm 

Weight – 45kg 



 
 
대전MBC음악콘서트 산책 공연 
 
여수국제청소년댄스경연대회 2위 
 
금산인삼세계축제 한류문화공연 
 
12년도 육군 논산훈련소 전속 공연 
 
삼성생명 기업행사 초청 공연 
 
세종 스파이스 워터파크 전속공연 
 
천안테딘워터파크 전속공연 외 다수 

멤버 신 영 
Height - 171cm 

Weight – 49kg 



멤버 선 미 
Height - 172cm 

Weight – 50kg 

 
 
 
 
10년도 프로복싱대회 라운드걸  
 
노라조 뮤직비디오 백업 
 
스타킹 출연 
 
엠넷 모닝와이드 출연 
 
영화 톱스타 출연 
 
엘루이 할로윈 런칭파티 메인 모델 
 
대구 치맥축제 메인 댄서 
 
 
 
 



 전속 공연 

      KBI 권투협회 전속 댄스팀 

      문화예술 레스토랑 ‘레뽀레’전속공연 

      논산 육군훈련소 위문공연 

      진로 로드프로모션 전속공연 

      헬로 APM 전속 공연팀 

 대학공연   

      한국외대,협성대,호서대,육군사관학교, 

      한성대,서울시립대,강원대, 서원대, 

      두원공과대, 한신대, 인덕대학 등 

 청소년 행사 축하공연 

      원광고, 성남 방송고, 구리고, 울산고 

      김포 청소년 협회, 의왕 청소년 협회 등 

 각종 문화행사 

      월드컵 공연(여의도지구) 

      위문공연(5사단,12사단) 

      클럽공연(이태원 볼륨, 이태원 아톰) 

      대한축구협회 청소년축구 축하공연 

      (상암월드컵경기장) 

      2010부산G스타 게임쇼 “오디션” 

      홍보 댄서 

 

 

 

 

 

 

J&B 런칭 클럽파티 – 게스트 댄스팀 
SBS 스타킹 게스트 
M.net 와이드 연예뉴스 메인 프로그램 촬영 
가수 ‘노라조’ 뮤직비디오 출연 
‘달샤벳’ 쇼케이스 백업 
K-POP STAR , 코리아 갓 탤런트 참가자 백업 
‘코요테’ 뮤직비디오 출연 
중국 K-POP 투어공연 
과천경마공원 공연 
영화 ‘톱스타’ 출연 
싸이콘서트 이태리브랜드 프로모션 
춘천 별빛 축제 축하공연 
롯데백화점(김포공항점) 나이트파티 초청공연 
단양대명리조트 가족행사 공연 
광명 301클럽라운지 축하공연 
제44회 우륵문화제기념 청소년 페스티벌 초청공연 
삼성 사랑의 달리기 오프닝 초청공연 
진주 모다아울렛 오픈행사 초청공연 
보령제약 워크샵 초청공연 
외 200여개 이상 행사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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