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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u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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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you expect 

치어리딩이라는 컨텐츠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연문화를 구축해온 한국 최고의 

Cheerleading Sport Entertainment 그룹입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교육과 활동을 관리하는  

Education Entertainment 그룹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최선의 노력으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Forward Positive 그룹입니다. 

 

세계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Global Humanism 그룹입니다.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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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you expect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정직한 마인드를 가진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창조적인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꿈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에서 성인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인성과 실력을 동시에 관리한다.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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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응원단 레인보우 창단 

뚜레주르 CF 촬영 (레인보우팀) 

레인보우 치어 창립  

국내 어린이응원단 최다수 공연 및 행사 기록 

EBS-TV <생방송 보니하니> 출연 (레인보우팀) 

인천 세계도시축전 개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매일경제 선정 키즈 엔터테인먼트 분야 올해의 대상 수상 

SBS-TV <생방송 모닝와이드> 출연 (레인보우팀) 

일본 오노조시 문화교류 초청공연 (레인보우팀) 

전국소년체전 초청공연 (레인보우팀) 

하이서울페스티벌 오픈스테이지 – 우승 (레인보우팀) 

프로축구 FC서울 어린이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2008 

치어리딩 퍼포먼스 팀 치어시대(현 임팩트) 창단 

SBS-TV <놀라운 대회 스타킹> 출연 (레인보우팀) 

tvN-TV <코리아 갓 탤런트> top40 진출 (레인보우팀) 

프로야구 LG트윈스 어린이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2011 

2010 

20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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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치어 대구지점 설립 

서울매트로 아티스트 선정 

제1회 고양 꽃 박람회 올림피아드 치어리딩 대회 개최 
 

KBS-TV <VJ특공대> 출연 (레인보우팀) 

SBS-TV <가요대전> 리틀 슈퍼주니어 출연 (레인보우팀) 

울랄라세션 ‘아름다운 밤’ 뮤직비디오 출연 (임팩트팀) 

 
일본 도쿄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대회 –  대한민국 최초 주니어 국가대표로 출전 (레인보우팀) 

일본 도쿄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대회 –  ‘팀코리아’  국가대표로 참가. 4위 수상 (임팩트팀) 

중국 계림 양소우 –  중국 전신기업 초청공연 (레인보우팀) 

 

제7회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  -  종합우승. 문화부장관상 (레인보우팀) 
제29회 전국레크리에이션 대회 – 대상 수상. 문화부장관상 (레인보우팀) 

 

제93회 전국체전 폐막식 공연 (임팩트팀) 

 

프로야구 LG트윈스 어린이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20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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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양 꽃 박람회 올림피아드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1회 서초구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1회 레인보우 치어리딩 캠프 개최 

안양 동안청소년수련관 MOU 체결 

 

SBS-TV <놀라운 대회 스타킹> 출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KBS-TV <9시 뉴스> 출연 (임팩트팀) 

KBS-TV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출연 (임팩트팀) 
MBC-TV <TV 특종 놀라운세상> 출연 (임팩트팀) 
 

미국 올랜도 UCA 세계 올스타 클럽 치어리딩 대회 –  금메달 획득 (임팩트팀) 

일본 도쿄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대회 –  ‘팀코리아 ’  국가대표로 참가.  은메달 획득 (임팩트팀) 

중국 난징 아시아오픈 치어리딩대회 – 은메달획득 (임팩트팀) 

 

제30회 전국레크리에이션 대회 – 대상 수상. 문화부장관상 (임팩트팀) 

 

넌버벌 퍼포먼스 ‘한빛’ 뮤지컬 정기공연 (레인보우팀) 

충북도민체전 개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프로야구 LG트윈스 어린이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20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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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치어 부천아카데미 설립 
제3회 고양 꽃 박람회 올림피아드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2회 서초구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2회, 제3회 레인보우 치어리딩 캠프 개최 

 
SBS-TV <놀라운 대회 스타킹> 출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KBS-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출연 (레인보우팀) 

Mnet-TV <멜론 뮤직어워드> 에이핑크 콜라보 공연 (임팩트팀) 
Mnet-TV 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 출연 (임팩트팀) 
 

미국 올랜도 UCA 세계 올스타 클럽 치어리딩 대회 –  금메달 획득 (임팩트팀) 아시아챔피언 (레인보우팀) 

중국 광저우 키즈 모델 대회 초청 공연 (레인보우팀)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 스페셜부문 우승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롯데월드배 전국치어리딩 대회 – 대상 수상 (임팩트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전 맞이행사 무대 연출 및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김덕수 사물놀이패 콜라보 공연 ‘청출어람’ 

 

한스타미디어 연예인 농구대회 어린이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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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키즈 엔터테인먼트사 STKT-china 업무협약 

제3회 서초구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4회 레인보우 치어리딩 캠프 개최 

 
정관장 <아이키커 뉴튼> CF 촬영 (레인보우팀) 
홍대광 <잘됐으면 좋겠다> 뮤직비디오 촬영 (레인보우팀) 
KBS-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설아, 수아, 대박이 치어리딩 교육 출연 

SBS-TV <놀라운 대회 스타킹> 전효성 콜라보 공연 (임팩트팀) 

 
일본 오오타구 JAMFEST 치어리딩대회 – 4관왕 (레인보우팀) 
미국 올랜도 UCA 세계 올스타 클럽 치어리딩 대회 –  은메달 획득 (임팩트팀) 
일본 마이하마 JAMFEST 치어리딩대회 – 9관왕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일본 도쿄 아시아 치어리딩대회 – 주니어 국가대표 출전 4위. (레인보우팀)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 스페셜부문 우승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천안흥타령 춤축제 거리퍼레이드 – 대상 수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국제휴먼올림픽 치어리딩페스티벌 – 대상 수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충남 교육감배 전국 댄스경연대회 – 대상 수상. 교육감상 (레인보우팀) 
 
광복70주년 기념 광화문 퍼레이드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인천공항 ‘문화와 하늘을 잇다’ 기획 공연 (레인보우팀) 

전북진안군민체전 개막식 공연 (임팩트팀) 
 

20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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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고양 꽃 박람회 올림피아드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4회 서초구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5회, 제6회 레인보우 치어리딩 캠프 개최 
 

현대해상 CF 촬영 (레인보우팀) 
KB 노리카드 CF 촬영 (레인보우팀) 
SBS-TV <영재발굴단> 출연 (레인보우팀) 
SBS-TV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K-POP 콘서트 ‘힘찬함성’> 오프닝 무대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KBS-TV <VJ특공대> 출연 (임팩트팀) 
SBS-TV <추석특집 내일은 시구왕> 다이아 콜라보 공연 (임팩트팀) 
EBS-TV <부모고시> 출연 (레인보우팀) 
 

미국 올랜도 UCA 세계 올스타 클럽 치어리딩 대회 – 입상 (레인보우팀) 
 

국제 에어로빅 피트니스 축제 – 대상 수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 스페셜부문 우승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세계거리축제 퍼포먼스대회 – 최우수상 수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서울랜드 봄맞이 정기공연 (레인보우팀) 
홍천 세계 승마대회 개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프로야구 KT위즈 어린이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프로농구 삼성썬더스, 삼성블루밍스 어린이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20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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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엔터테인먼트 분야 사업확장 

중국 청도 레인보우 트레이닝센터 설립 

제5회 고양 꽃 박람회 올림피아드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5회 서초구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7회, 제8회 레인보우 치어리딩 캠프 개최 

 

KBS-TV <누가누가 잘하나> 출연 (레인보우팀) 
EBS-TV <생방송 보니하니> 출연 (레인보우팀) 
채널A-TV <황금나침반> 출연 (레인보우팀) 
 
미국 올랜도 UCA 세계 올스타 클럽 치어리딩 대회 – 은메달 획득 (임팩트팀) 

 

천안흥타령 춤축제 춤경연대회 – 대상 수상. 문화부장관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 학생부 우승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계룡밀리터리 댄스대회 – 대상 수상. 육군참모총장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전국 프린지 페스티벌 – 대상 수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제98회 전국체전 개막식, 폐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식, 폐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충북도민체전 개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프로야구 KT위즈 어린이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프로농구 삼성썬더스, 삼성블루밍스 퍼포먼스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2017 



History 

Copyright (c) RAINBOW Co.,Ltd. All Rights Reserved 

제6회 서초구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9회, 제10회 레인보우 치어리딩 캠프 개최 
 

KBS-TV <전국 짝짝꿍 동요제> 오프닝 무대 (레인보우팀) 

한국직업방송 <취미로 먹고산다> 출연 (임팩트팀) 
tvN-TV <하나의 목소리 300> 위키미키 콜라보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미국 올랜도 UCA 세계 올스타 클럽 치어리딩 대회 – 입상 (레인보우팀) 은메달 획득 (임팩트팀)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 학생부 우승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전국 프린지 페스티벌 – 대상 수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러시아월드컵 국가대표 출정식 축하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서울드럼페스티벌 초청 특별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경기도 체육대회 개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평창올림픽 메달 플라자 시상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전국 장애인체전 개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프로농구 삼성썬더스, 삼성블루밍스, 안양KGC 퍼포먼스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2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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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초구 치어리딩 대회 개최 

제10회레인보우 치어리딩 캠프 개최 
 

EBS-TV <뭐든지 뮤직박스> 출연 (레인보우팀) 

팝핀현준 뮤직비디오 촬영 (임팩트팀) 

OBS-TV <이것이 인생> 출연 (임팩트팀) 

 

전국에어로빅스대회 – 중,고등부 1위 (임팩트팀) 
천안흥타령 춤축제 거리퍼레이드 – 금상 수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천안흥타령 춤축제 춤경연대회 – 금상 수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노원탈축제 거리퍼레이드 – 금상 수상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개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대한민국 전기안전한마당 공연 (레인보우팀) 
전북도민체전 개막식 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아리랑 유네스코 7주년 기념 축하공연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프로농구 삼성썬더스, 삼성블루밍스, 안양KGC 퍼포먼스 치어리더 활동 (레인보우팀) (임팩트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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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taff 



김태범 대표 
 

CEO 
KIM TAI BUM 

김종훈 이사 
 

COO 
KIM JO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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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ing staff 



Main Coach 

유진우 

Main Coach 

신희수 

Sub Coach 

정의준 

Sub Coach 

하지선 

Sub Coach 

오치영 

Sub Coach 

한주형 

Sub Coach 

오지민 

Tumbling Coach 

조남규 

Sub Coach 

김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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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heerleading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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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s Cheerleading TEAM 
      Kindergarten Cheerleading team –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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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Cheerleading TEAM 
      Elementary Cheerleading team – 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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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ior Cheerleading TEAM 
      Middle Cheerleading team – R.C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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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ior Cheerleading TEAM 
      High Cheerleading team – R.C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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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nt Cheerleading TEAM 
      Audult  Cheerleading team –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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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vent Career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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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대학축제 

•일반행사, 공연    

•국가행사 개폐막공연 

•국내대회, 퍼레이드 

•국제 치어리딩대회 

•프로스포츠 이벤트 

•프로스포츠 전속        

•  미디어 출연 

•  매체소개 

•  연예인 교육 

방송 스포츠 

축제 대회 

 

    연 200회 이상의 다양한 공연경력 보유 

 
          
 

  



National team _ ‘Tea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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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_ Allstar Cheerleading Championship                                                                   

in Orl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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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_ Allstar Cheerleading Championship                                                                   

in Orl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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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ducation Career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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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치어리딩 교육 및                           

콜라보 공연 

• MBC 아이돌 치어리딩 대회 

교육 및 연출 

•인천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   

교육 및 연출 

•삼성, 현대, 휘슬러, 신세계 

등 대기업 치어리딩            

교육 및 연출 

•  전국 초, 중, 고, 대학          

연 10개교 이상                        

치어리딩 교육  

학교 기업 

연예인 연출 



학교 교육 _ 



기업 교육 _ 



강호동 

전효성 

다이아 -정채연 이동국 자녀 – 설아, 수아, 대박 

연예인 교육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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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  
106GIL 23. NONHYUNRO GANGNAMGU. SEOUL. KOREA. 
06136. 
 

Web)  
www.rainbowcheer.com 
 

Tel)  
82-70-7761-6908 , 82-2552-4441 
 

Fax)  
82-303-0955-6004 
 

E-mail)  
rc-company@naver.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