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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국여성(온라인)체육대회 라인댄스 참피온십

 Newcomer 2 (C Dance)

 Fame

◦ 안무자 : Betty Alart                            ◦ 수준 : Newcomer dance C 

◦ 형식 : 4 wall, CCW, Rise & Fall(waltz)                  ◦작품길이 : 24카운트    

◦ 음악 : “Alcohol Of Fame” by Shane Owens(BPM 91)          ◦시작 : 오른발 

◦ 전주 : 24카운트

카운트 스 텝 설 명

1 동작
트윈클,

포워드 – 1/8턴 사이드 - 비하인드

1-2-3

4-5-6

왼쪽 1/8턴 오른발 앞으로 스텝(10.30), 왼발 앞으로 스텝, 오른쪽 1/4턴 

오른발 앞으로 스텝(1.30)

왼발 앞으로 스텝, 왼쪽 1/8턴 오른발 옆으로 스텝(12.00), 왼발 비하인드 

크로스

2 동작
사이드 – 드래드 투게더,

풀 턴

1-2-3

4-5-6

오른발 옆으로 스텝, 왼발 드래그 투게더 시작, 왼발 드래그 투게더 마무

리

왼쪽 1/4턴 왼발 앞으로 스텝(9.00), 왼쪽 1/2턴 오른발 뒤로 스텝(3.00), 

왼쪽 1/4턴 왼발 옆으로 스텝(12.00)

3 동작 하프 다이아몬드

1-2-3

4-5-6

왼쪽 1/8턴 오른발 앞으로 스텝(10.30), 오른쪽 1/8턴 왼발 옆으로 스텝

(12.00), 오른쪽 1/8턴 오른발 뒤로 스텝(1.30)

왼발 뒤로 스텝, 오른쪽 1/8턴 오른발 옆으로 스텝(3.00), 오른쪽 1/8턴 왼

발 앞으로 스텝(4.30)

4 동작
트윈클 3/8턴,

콘트라 첵 – 리커버 - 사이드

1-2-3

4-5-6

오른발 앞으로 스텝, 오른쪽 1/8턴 왼발 옆으로 스텝(6.00), 오른쪽 1/4턴 

오른발 옆으로 스텝(9.00)

왼발 크로스, 오른발 리커버, 왼발 옆으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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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국여성(온라인)체육대회 라인댄스 참피온십

 Newcomer 2 (D Dance)

Sun & Sea Cha Cha

◦ 안무자 : Will Bos & Hyunji Chung             ◦ 수준 : Newcomer dance D        

◦ 형식 : 4 wall, Cuban(Cha cha)       ◦작품길이 : 32카운트         ◦시작 : 왼발

◦ 음악 : “Nel sole Nei Mare” by Antonella Nuti(BPM 120)         ◦전주 : 32카운트

카운트 스 텝 설 명

1 동작
사이드 · 백락 · 리커버 – 포워드 셔플스텝,

피벗 1/4턴 – 크로스 셔플

1-2-3

4&5

6-7

8&1

왼발 옆으로 스텝, 오른발 뒤로 스텝, 왼발 리커버

오른발 앞으로 스텝, 왼발 비하인드 크로스, 오른발 앞으로 스텝

왼발 앞으로 스텝, 오른쪽 1/4턴 오른발 옆으로 스텝(3.00)

왼발 크로스, 오른발 옆으로 스텝, 왼발 크로스

2 동작
사이드 락 · 리커버 – 비하인드 · 1/4턴 포워드 · 포워드,

포워드 락 · 리커버 – 1/4턴 사이드 셔플

2-3

4&5

6-7

8&1

오른발 옆으로 스텝, 왼발 리커버

오른발 비하인드 크로스, 왼쪽 1/4턴 왼발 앞으로 스텝(12.00), 오른발 앞으

로 스텝

왼발 앞으로 스텝, 오른발 리커버

왼쪽 1/4턴 왼발 옆으로 스텝(9.000, 오른발 투게더스텝, 왼발 옆으로 스텝

3 동작
크로스 · 사이드 포인트 – 1/4턴 코스터스텝,

피벗 1/2턴 – 포워드 셔플스텝

2-3

4&5

6-7

8&1

오른발 크로스, 왼발 옆으로 터치

왼쪽 1/4턴 왼발 비하인드 크로스(6.00), 오른발 투게더스텝, 왼발 앞으로 스

텝

오른발 앞으로 스텝, 왼쪽 1/2턴 왼발 앞으로 스텝(12.00)

오른발 앞으로 스텝, 왼발 비하인드 크로스, 오른발 앞으로 스텝

4 동작
홀드 · 포워드 · 비하인드 – 홀드 · 포워드 · 포워드,

포워드 락 · 리커버 – 1/4턴 비하인드 · 투게더

2&3

4&5

6-7

8&

멈춤, 왼발 앞으로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크로스

멈춤, 왼발 앞으로 스텝, 오른발 앞으로 스텝

왼발 앞으로 스텝, 오른발 리커버

왼쪽 1/4턴 왼발 비하인드 크로스(9.00), 오른발 투게더스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