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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9호] 

 

 
 

   ▶ 행사명 : 2016 K-POP Cover Dance Festival 

   ▶ 일 시 : 2016.4.23(토) 12PM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 최 : LA한국문화원, 서울신문사 

   ▶ 내 용 : 2016년 K-POP Cover Dance Festival을 통해 한류 팬들이 K-POP으로 

교류하고 자신들의 끼와 실력을 겨루며 미 현지 팬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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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한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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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16.4.23.(토) 담 당 자 Hannah Cho  323-936-3012 

    

제목 : 2016 K-POP Cover Dance Festival LA무대 

화려한 댄스로 성황리 개최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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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4월 23일 낮 12시(현지시각) 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ARI Hall)에서 ‘2016 

K-POP Cover Dance Festival’의 미국 현지 본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미국에서 총 70여 개의 팀이 신청하여 총 9개팀이 미주 본선 대회에참가하였다. 오디션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Florida주, Georgia주 애틀란다, Washington주 시애틀, Arizona주에서 3팀 등 이 참가하는 

등 타주에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K-POP팬들의 열정이 드러난 행사였다.  

 

각 팀들이 댄스 실력을 뽐내며, 또한 상대팀의 무대도 열렬히 환호해주는 등 K-POP 이라는 공통 

아이콘으로 함께 즐기는 무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대회에서는 2팀의 우승자들이 한국으로 초청될 예정이며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Picture 

One(팀명)’의 Shay Gomez는 ‘다른팀들이 너무 잘해서 본인이 우승할줄 몰랐으며, 우승하게되어 너무 

기쁘고’, 한국에 방문하면 가장 하고싶은 일은 ‘한국의 K-POP 그룹을 직접 보게되어 꿈만같고, 서울의 

패션이나 젊고 생동감 넘치는 한국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K-pop 커버댄스페스티벌은 한국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류콘텐츠로서, 이번에 미국 전역에서 70여팀이 신청한 것에서 보듯이 한류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서울에서 열리는 결선 참가를 통해 한국문화를 익히는 것은 물론 전세계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K-POP Cover Dance Festival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K-POP 온오프라인 한류 융합콘텐츠로 ‘팬들을 

위한, 팬들에 의한, 팬들의 K-POP’이라는 기치 아래 지속 가능한 한류 공유와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팬케어 캠페인이다. 2011년 이래 매년 전세계 K팝 팬들이 치열한 온라인 예선과 

현지 본선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결선에 초대되고 있다. 

 

한편 전세계 본선의 우승자들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2016 K-POP Cover 

Dance Festival’ 최종 결선에 초청받아,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가득 체험하며 살아있는 한류를 

몸소 즐길 수 있는 꿈의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