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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26호] 

 

 
 

   ▶ 행사명: 2017 K-POP Cover Dance Festival 

   ▶ 일   시 : 2017.4.28(금) 6PM  

- 6 PM : K-POP Dance Workshop 

- 7 PM : 2017 K-POP Cover Dance Festival  

   ▶ 장   소 : The Source/ Main Plaza 

   ▶ 주   최 : LA한국문화원, 서울신문사 

   ▶ 후   원 : The Source 

   ▶ 내   용 : 2017년 K-POP Cover Dance Festival을 통해 한류 팬들이 K-POP으로 

교류하고 자신들의 끼와 실력을 겨루며 미 현지 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 특전 : LA예선전 최종 우승자는 한국 최종 결선 무대 참가 및 K-POP 스타와의 만남 

등 한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 (2016년 당시 미국대표 참가자는 최종3위 

하였음.) 

   ▶ 문 의 : 323-936-3012 K-POP담당 Hannah Cho/ hannah@kccla.org 

 

보 도 자 료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s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Tel (323)936-7141 

www.kccla.org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7.4.27(목) 담 당 자 Hannah Cho 323-936-3012 

    

2017 K-POP Cover Dance Festival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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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4월 28일 오후 6시 부에나팍 The Source Mall에 위치한 Main Plaza에서 

‘2017 K-POP Cover Dance Festival’의 미국 현지 본선 행사를 개최한다. 

 

LA한국문화원과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서울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올케이팝, 메가존 

및 미국 현지의 The Source가 후원하는 이번 ‘2017 K-POP Cover Dance Festival’은 팝음악의 본고장 

미국에서 K-POP 커버댄스 동호인들과 팬들의 의미있는 쌍방향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무대의 가치가 더욱 빛날 예정이다. 

 

K-POP Cover Dance Festival 공식 홈페이지(http://coverdance.seoul.co.kr)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총 

150여개 팀의 동영상이 접수됐으며, 이중 온라인 심사를 거쳐 15개의 커버댄스 팀이 이번 미주 본선 

무대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LA인근 동호인들만이 아니라 뉴욕, 오하이오, 조지아, 아리조나 등 

타주에서도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경연에 앞서 전문 K-POP Dance 강사를 초청하여 K-POP Dance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미 현지에서 활동중인 PK씨가 Main MC를 담당한다. 또한 DJC 

(Dance Joa Crew) 팀의 축하 무대의 시간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 

현지의 K-POP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류 문화를 따라하며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참가들 중 수상자 및 댄스워크숍에서 열심히 참여하며 K-POP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참가자들에게는 부상으로 K-POP 콘서트 티켓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며, 한국의 K-POP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K-POP Cover Dance Festival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년째 개최되는 온·오프라인 한류 

융합콘텐츠로, 세계 각국의 팬들과 지속적인 한류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K-POP 팬케어 캠페인으로써, 전 세계 K팝 팬들이 매년 치열한 온라인 예선과 현지 본선을 거쳐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결선에 초대되고 있다. 전세계 각국 본선의 우승자들은 오는 5월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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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2017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최종 결선에 초청받게 되어 상암동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7 Dream Concert’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가득 체험하며 살아있는 한류를 몸소 즐길 수 있는 꿈의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