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크루(비보이)
비보이엑스크루
•
•

•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를 바꾸겠다는 최고의 비보이팀!
국내 및 해외대회에서 수차례 우승경력과 국내 비보이 팀중 최장신 비보이 팀으로써 각
종 CF를 비롯한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비보이 대중화에 앞장섰고 2006년부터는
B-SHOW, SKY WALK, LOVE, 비빔인서울, 아리랑파티, 배틀비보이, 비보이를 사랑한 발
레리나, 무브먼트 코리아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넌버벌 퍼포먼스(비언어극)의 주연과 안
무연출등 비보이의 전문화된 공연에 힘써 대한민국 비보이의 우수성과 대중성을 인정받
았다. 뿐만아니라 영국, 중국, 태국, 대만, 일본, 인도,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여러나라의
공연경험을 통해 세계화에 발맞춰 성장하는 팀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대한민국 최고의 비보이팀으로써 차별화된 퍼포먼스와 신나는 무대매너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공연시장을 평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PROFILE(대회)
•

2003~2011 메이저 용마산 배틀 대회 1~9회 기획 및 주
최

•2008 09,10,11,12 'A Friday Night' 우승

•

2003 수서 3:3 배틀 대회 우승

•

2003 FR22 전국대회 우승

•2009 'Monster Jam vol.2' 준우승 (개인)

•

2004 롯데 힙합 댄스 페스티벌 1위

•

2004 강원도 전국 댄스 챔피온쉽 대상

•

2005 강원 정선 카지노대회 금상

•

2005 리바이스 배틀 마스터 Vol.3 4위

•

2005 투나 4:4 배틀 대회 우승

•

2005 'Match One's Skill' 나인틴 콘테스트 우승 (개
인)

•

2005 수서 UBM 퍼포먼스 부분 우승

•2012 세종컬 컬쳐세션 vol.2 기획

•

2006 롯데월드 배틀 대회 우승

•2012 로우럼블 3:3 배틀 우승

•

2007 강원도 전국 청소년 댄스 대회 심사

•2012 소울스트릿 2:2 배틀 우승

•

2008 ‘YES APM’ 3:3 배틀 우승

•2012 캐나다 벤쿠버 vs 서울 3:3 배틀우승

•2008 일본 배틀 대회 2위
•2009 Freestyle Session Japan 3위
•2010 KSBC 우승
•2010 'A Friday Night' 우승

•2010 아시아 'Big City' 우승
•2011 세종컬처세션 vol1 기획
•2011 울산배틀 SUMMER WARS 우승
•2011 전주그랑프리 3위

PROFILE(공연)
•
•
•
•
•
•
•
•
•

•
•
•
•
•
•
•

•

•2008 뮤지컬 'Sky Walk' 국립극장 공연
•2010 뮤지컬 러브 안무 감독 및 출연
2005 대전 대구 축제 'TRY' 패션쇼 게스트 공연
•2011 비빔인 서울 안무 감독 및 출연
2005 WCG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게스트 공연
•2011 드림콘서트 오프닝
2005 전국 레크리에이션 협회 개막식 공연
2005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권 대회 올림픽 팬싱장 게스트 공연 •2011 평창 동계 올림픽 기념식 오프닝
•2011 신한카드 콘서트 오프닝
2005 세종문화회관 자원봉사단 시상식 게스트 공연
2005 힙합 프로젝트 'MC 스나이퍼'와 'M.B Crew'

•2012
•2012
2006 중국 정주시 가수 '하유선', '정명자‘
•2012
엠비크루 카오스 한류 공연
•2012
2006 가수 '문희준' 군입대 첫 연예 활동 해병대 오프닝 공 •2012
연
•2012
2006 전주 한국 민종 예술인 총회 공연
•2012
2006 충주 세계 무술 축제 오프닝 공연
•2012
2006 롯데백화점 퍼포먼스 배틀 심사위원 및 게스트 공연 •2012
•2012
2007 진주 등불 축제 오프닝 협연 공연
•2012
2005월드컵 조추첨식 게스트 공연

2006~2008 수원 화성 문화제 퍼레이드
공연 및 퍼포먼스 쇼
2008 '비보이 &오케스트라' 협연 공연

SBS 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개인)
아시아 모델 어워즈 축하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롯데예술극장 공연
‘무브먼트 코리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상설공연
‘제 31회 대한민국 국악제’ 청주 예술의전당 공연
청주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오픈 공연
‘무브먼트 코리아’ 남산국악당 공연
‘인천시민 풍물대장정’ 축하공연
김포두레문화센터 ‘콩쥐와팥쥐’ 공연
탄금호 올림픽 조정 아시아예선대회 축하공연
GKL 스키단 창단식 축하공연

•2012 에너지 드링크 ‘고스틱’ 한국출시 축하공연
•2012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나는 콘서트’ 공연

PROFILE(방송)
•

2003 MBC 프로그램 '아버지와 아들' 출연

•

2005 일본 DVD 'Dance Style' 촬영 (개인)

•

2003 KBS '제 3지대' B-boy 배틀 출연

•

2006 'VANS' CF 외국인 대역 촬영

•

2004 'CJ 홈쇼핑' 뱅뱅, Yepp MP3 촬영

•

2006 SBS '생방송 투나잇 - 춤꾼' 방송 촬영

•

2004 'Sky Life' M.B Crew 메인 촬영

•

2006 (정)식품 '녹차 베지밀' CF 촬영

•

2005 'B-boy Unit' KMTV 방영

•

2006 가수 '더 크로스' 뮤직비디오 촬영

•

2005 CF '에어 스켓' 동방신기 대역 및 출연

•

2007 케이블 공익광고 협회 CF 촬영

•

2005 위성 DMB 방송 '맞짱 무림지존' 촬영

•

2007 SBS 한류 페스티벌 2부 오프닝 공연

•

2005 BMW 단편 영화 촬영

•

2007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박지성 비보이 출연

•

2005 Korea 'Battle Of The Year' X-Sport 방영

•

2007 대선 100인 참여(비보이 부분) 캠페인 TV 방송

•

2005 리바이스 배틀 마스터 KMTV 방영

•

2007 M.NET 수능탈출 콘서트 오프닝 공연

•

2005 KBS '쇼! 파워 비디오' 게스트 힙합 공연 촬영

•

2008 청주 MBC '함께사는 세상' 콘서트

•

2005 KMTV '오리지널 무브' 방영 (개인)

•

2009 '두근두근 Tomorrow' 뮤직비디오 현아편 촬영

•

2005 WCG '온 게임넷'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

2011 카라 ‘스텝‘ 뮤직비디오 촬영

•

2005 M.B Crew 메인 라디오 방송

•

2011 스프리스 cf 촬영

•

2005 비발디파크cf 촬영

•

2011 아이돌 그룹 퍼스트 뮤직비디오 촬영

•

2012 아웃도어 브랜드 K2 CF 촬영

•

2012 굽네치킨 UCC MB CREW 작품 CF 방영중

PROFILE(해외공연)
•

2005 중국 북경 비보이와 조인 공연

•

2009 '최소리& 아리랑 파티' 활동

•

2005 일본 'Dance Style'

•

2010 베트남 정기 공연

•

2005 유럽 '액션 스포츠' 투어

•

2010 중국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공연

•

2006 베트남 'S-Fone 콘서트' 한류스타 공연

•

2011 한국 관광공사 한국 문화 교류단

•

2006 중국 정주시 한중 교류 공연

•

2006 중국 '스타 카니발' 심양 한류스타 공연

•

2006 말레이시아 베트남 동남아 문화사절단 공연

•

2007 인도네시아 국악과 비보이 조인트 공연

•

2007 중국 광쩌우 LG 홍보사절단 공연

•

2008 일본 오사카 비보이 홍보 공연

•

2009 우주백키스탄 타쉬켄트 국립극장 '최소리 &아리랑 파
티' 공연

남미투어 (미국,멕시코아르헨티나)
•

2011 아시아 엠넷 뮤직 어워드 mama 시상식
싱가폴 공연

•

2012 한국 관광공사 한국 문화 교류단
남미투어 (코스타리카,멕시코)

•

2012 캐나다 캘거리, 벤쿠버 한인회
순회공연 및 워크샵

•

2012 중국 성도 모터쇼 쇼케이스 공연

중국 광저우 한류페스티벌공연

넌버벌 퍼포먼스 아리랑파티

뮤지컬 스카이워크

베트남 가수 ‘비’콘서트 s-fone

한가위 국악한마당

각종 신문기사 에 실린 자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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