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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명 : K-POP 월드 페스티벌 2016 

   ▶ 일  시 : 2016.9.30(금) 7PM (한국 현지 시각) 

   ▶ 장  소 : 창원종합운동장 

   ▶ 주  최 : KBS·해외문화홍보원·외교부 

   ▶ 후  원 : 창원시·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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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월드 페스티벌 2016'이 9월30일 오후 7시(한국 현지시각)부터 

창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KBS·해외문화홍보원이 공동주최하고 

창원시·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총 65개국 

80여개의 재외공관에서 총4,500개 팀, 13천 여명의 K-POP 팬들이 예선전에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경연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네팔, 나이지리아 등 6개 대륙 15개국을 대표해 모두 68명이 최종 

참가하게 되어, 지난 20일부터 12박 13일 일정으로 방한해, KBS 뮤직뱅크 관람과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한국문화체험도 하였다.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관련 행사내용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16.9.30 (금) 담 당 자 Hannah Cho 323-936-3012 

    

2016 K-POP World Festival 창원 대회에서 

LA 참가자 ‘Britaney Chanel’ 대상 수상 

mailto:hannah@kccla.org
http://www.kccla.org/


-2- 

 

작곡가·프로듀서·안무가 등 케이팝 전문가들이 가창력·가사 전달력·무대 

장악력·안무·테크닉 등을 평가해 순위가 가려진 이번 대회에서 LA(미국대표)에서 참가한 

Britaney Chanel이 에일리의 ‘U&I’를 부르며 대상(Grand Prize)을 수상하였다. 이번 

우승자에게는 12,000,000원의 우승상금도 지급 된다.  

 

Britaney Chanel 현장 인터뷰: “I feel amazing, This is awesome.” “이번 K-POP World 

Festival에서 대상을 받으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너무 기쁘다” 며 수상소감을 

밝혔고, 참가자들이 GO! GO! Britaney를 외치며 함께 축하해 주었다. 대상수상자의 

앵콜무대를 끝으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10월 11일 저녁 11시 KBS 2TV와 KBS 월드를 통해 100개국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Britaney Chanel은 LA한국문화원과 올해 깊은 인연을 같이 하고 있다.  

- 2016년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수강생(1월~현재) 

- 2016년 K-POP 아카데미 강좌 수강생(6월7일~24일) 

- 2016년 K-POP World Festival 미주 본선 대회 우승(7월30일, LA KCON) 

 

 지난 미주 본선대회 우승 인터뷰(7월) : Britaney Chanel(1위/ 보컬) K-POP을 통해서 

한국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6개월 전부터 LA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될 수 있게 되다니 너무 기뻐요. 가서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예쁜 카페에도 가고 싶고, 박물관에 가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다른 전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를지도 기대되구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