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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한류행사인‘케이콘(KCON)’

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한류 

팬들을 만난다.

엔터테인먼트 & 라이프스타일 컴퍼니 

CJ ENM은 14일“오는 6월 말 유튜브 플

랫폼을 활용한‘케이콘택트 2020 서머

(KCON:TACT 2020 SUMMER)’로 세계 

한류 팬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J ENM이 개최하는 한류 컨벤션 케이

콘은 2012년 시작했다. 미국, 프랑스, 호주, 

멕시코, 일본 등지에서 총 24회의 행사 동

안 누적 1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올해 CJ ENM은 세계 팬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

지 않고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케이

콘택트 2020 서머’를 신설했다.‘케이콘택트 2020 서머’

는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유튜브‘엠넷 K팝 채널’에

서 세계 최초로 K컬처 관련 콘텐츠를 매일 24시간씩 7

일간, 168시간 연속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일 다른 K팝 스타들의 라이브 콘서트가 이어지며 K

뷰티, K푸드, K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디

지털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콘텐츠는 성격에 따라 

유무료 콘텐츠로 나눠 서비스된다.

 

이번 행사 수익금의 일부는 유네스코‘러닝 네버 스톱’ 

캠페인에 기부돼 코로나19로 교육에서 소외된 세계 학

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케이콘도 6월 온라인으로  …  코로나19 여파

 

재미동포 김경

석 감독이 만든 영

화‘퍼디스트 프

롬’(Furstest From)

이 13일 개막한    

‘독일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에 초청됐다. 이 영

화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

로 진행됐다. 18분 

58초 분량의‘퍼디

스트 프롬’은 어린

이·청소년 영화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고, 15일 영

화제 사이트에서 상영됐다.

1999년 캘리포니아주 노바토의 트레일러 파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8살 소녀 제시와 그

의 가장 친한 친구 루카스가 지역사회의 수질오염으

로 원치 않는 이별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온라인으로 열린 제53회 휴스턴 국제영

화제에서 은상, 제50회 USA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각

각 받았고, 제29회 애리조나 국제영화제 등 여러 영화

제에 초청됐다.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는 1954년 만들어진 가

장 오래된 단편영화제다.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핀란

드 탐페레와 함께 세계 3대 국제단편영화제로 꼽힌다. 

재미동포 감독 영화
‘퍼디스트 프롬’ 세계 3대 

단편영화제에 초청
미국의 래퍼 식스나인(6ix-

9ine, 24)이 어린이 빈곤 퇴치

(No Kid Hungry) 캠페인을 벌

이는 자선단체‘우리의 힘을 

모아’(Share Our Strength)에 

2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

다가 거절당했다.

13일‘뉴시스’에 따르면 미 

연예잡지 TMZ는 전날‘우리

의 힘을 모아’측은 단체가 추

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는 기부자들의 기금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저질렀던 범죄로 수감됐다가 풀

려나 최근 성공적으로 복귀한 식스나인은 이 같은 기부 

거절에 대해“잔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뉴욕 브루클

린 출신인 그는 2015년 아동 성범죄를 포함한 혐의로 

수감됐었지만 지난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기 출소했

다. 그의 출소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 폭발적 관심

을 모으면서 화제가 됐었다.

식스나인은 출소 후 미국 어

린이들의 기아와 빈곤 퇴치 캠

페인에 20만 달러를 기부한다

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표

했다. 하지만‘우리의 힘을 모

아’측은“에르난데스의 기부 

제안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 

기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고 밝혔다.“어린이들에 초점

을 맞춘 캠페인을 벌이면서 우

리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활

동을 하는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은 거절하는 것이 우리

의 방침”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 식스나인의 인스타그램 내용은 현재 삭제됐다.

식스나인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스트림에서 200만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 역대 최고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으

며 그의 신곡‘구바(Gooba)’는 4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1억2,000만회를 기록하는 등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일련의 강도 및 총격에 대해 유죄를 인정

했었다.

래퍼 식스나인, 기부 거절당해

낱말퍼즐 정답

1316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 식스나인의 2018년 9월21일 이탈리아 밀라노 공연 모습 ⓒ newsis.com

▲ 지난해 8월 17일-18일 LA 스테이플스센터(Staples 

Center)에서 열린 KCON 모습 ⓒhelloas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