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TVASIA 와 유튜브가 협력하여 개최하는 “ONE LOVE ASIA”는 
유니세프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 콘서트로 5월 27일에 유튜브에 독점 

공개될 예정 

 

쿠알라 룸푸르 2020년 5월 21일 – WebTVAsia 와 유튜브가 개최하는 “ONE LOVE ASIA”는             
유니세프를 지원하기 위한 올스타 콘서트로, 아시아 전역 최고의 연예인, 아티스트, 공인,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고 One Love Asia 공식 유튜브 채널 에서 2020년 5월 27일에 독점              
스트리밍 됩니다.  

홍콩시 저녁 8시에 시작해 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콘서트는최시원,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유니세프 대사, EXILE AKIRA, Karen Mok, Apink 정은지, Namewee, G.E.M., Ranz & Niana, Davika                          
Hoorne, Jack Neo, Morissette, Boy William, Paris & Pearwah, Christian Bautista, Baim Wong, Raditya                           
Dika, Ismail Izzani, Quang Dang, DatG & DuUyen, Chi Pu, Erik, Inul Daratista, Celine Tam, Priscilla                               
Abby, HaoRen, 그리고 50여명의 선두 아티스트, 공인, 연예인,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합니다. One Love Asia 스트리밍을 통해 모인 기부금 전액은 유니세프 아시아에 전달되어            
전염병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위험이 되는것을 막는데에 쓰여집니다. 

 
[ 공식 예고편] 

 

WebTVAsia의 최고경영자 Fred Chong은 이 이벤트가 사랑과 단합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가 유니세프와 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안이라 말했습니다.  
 

유튜브 APAC 지부의Gautam Anand 상무는, “아시아태평양 구역을 넘어서서 전세계 각지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이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공유하고 WebTVAsia와 유니세프를 지원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NE LOVE ASIA는 재능과 창의력을 독려하고 본사의 규모를 활용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저희의 목표를 완벽히 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지국장 Karin Hulshof는, “유니세프는 “ONE LOVE ASIA” 콘서트에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노력해유니세프가어린이들과가족들을위해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가족들이 회복하고 더욱 강한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점차 개방되고 있음에 따라, ONE LOVE ASIA는 치유를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국가들 내 긍정을 전파하고, 아시아에 걸친 단결감과 사랑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Fred Chong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 및 국민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각 참여 
아티스트 및 유튜브가 유니세프 아시아의 기금마련을 도움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더욱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oneloveasia
https://www.youtube.com/c/oneloveasia
https://www.youtube.com/c/oneloveasia
https://youtu.be/If_B2Ckdmqc


 
“ONE LOVE ASIA” 콘서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의 세계가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커뮤니티를 #Reimagine 하고자 하는 유니세프의 #Reimagined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라이브 스트림은 www.youtube.com/c/oneloveasia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유튜브의 ‘지금 기부하기’ 
버튼을 이용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면서 유니세프에게 직접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콘서트가 열린 후 30일간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려면, www.onelove.asia 를 방문해주십시오. 

 

*40 개국 이상의 YouTube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목록에 있으면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라인업에 참여 

 
 
 

CHOI SIWON 최시원 | KAREN MOK | AKB48 GROUP | EXILE AKIRA | APINK JEONG EUN-JI정은지 |  
MORNING MUSUME 。'20 |  DHVANI BHANUSHALI | CHI PU | RANZ & NIANA | CIX | 
G.E.M. | MORISSETTE | NAMEWEE | TULSI KUMAR | SAM TSUI | ERIK | CHAU BUI | 

BOY WILLIAM | PARIS & PEARWAH | JOVITA GANDHI | LOST STORIES | JACK NEO | 
PRISCILLA ABBY | BAIM WONG | DATG & DUUYEN | INUL DARATISTA | HAOREN | 

RADITYA DIKA | CHRISTIAN BAUTISTA | ZIZI KIRANA | ANDI RIANTO | ISMAIL IZZANI | 
PHYU PHYU KYAW THEIN | RICO BLANCO | CELINE TAM | WIMI ZHAO | POK MINDSET | 

ARIF MUHAMMAD | SOPHIA HUANG | MARVI MARIA VITÓRIA | JERYL LEE | YUNG RAJA | NAMFON INDEE |  
LAURA MAM | QUANG DANG | HEHAA TV | NO ROME |  

BEABADOOBEE | ECLAT | FARIZ JABBA | DJ BLINK | DJ NIMBIA | DJ RACHEL B |  
DJ PINKO | DJ LEYO & MC JUNIOR | DJ RICHIE HALEY | 

 
그 외 다수 출연... 

 
 
 
 
 
 
 

ENDS 
 
 
 
 
 
 
 
 

 

http://www.youtube.com/c/oneloveasia
http://www.onelove.asia/
http://www.onelove.asia/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319255


유튜브에 관하여 

2005년 5월에 런칭된 유튜브는 수십억명의 유저들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최다             
유저 보유 온라인 동영상 커뮤니티입니다. 유튜브는 오리지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크고 작은           
광고주들을 위한 배포 플랫폼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영감을 줄 수도 있는             
포럼을 제공합니다. 유튜브는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WebTVAsia에 대하여 

WebTVAsia는 아시아의 유튜브 다채널 네트워크의 선두주자로, 2016년이래로 ‘아시아를기념하라’의          
메시지를 담고있는 WebTVAsia 어워즈와 Viral Fest Asia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쳐          
개최해왔습니다. 현재 3천명의 아시아 톱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달 500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관하여 

유니세프는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세계 각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0개             
이상의 나라와 영토를 걸쳐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여 모두에게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유니세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유니세프가 어린이들을 위해어떤일들을하고있는지알아보려면:             
www.unicef.org/eap 를 방문하십시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십시오: 

WebTVAsia: Vicky Lum, vickly.lum@webtvasia.com 

유튜브: Tu Nguyen, ngtu@google.com 

유니세프: Shima Islam, ssislam@unic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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