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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7월 1일 기준)
Ÿ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사태는 중동 역시 피해 가지 못함. 코로나19는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에서 한국보다 다소 늦은 3월 중⸳하순에 시작하였음. 6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국가들도 있고,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음
Ÿ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일 확진자 수가 2~3천 명 수준을 기록하며 2차 확산을 겪고 있음
Ÿ 비교적 선진 의료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UAE, 카타르, 쿠웨이트는 5월 말까지 외국 노동자들
사이의 감염이 확산되었으나 6월 중순 정점을 찍고 하향 추세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은 외국
노동자들 사이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임
Ÿ 걸프 국가들은 6월 말 기준, 방역 대책을 완화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코로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1

걸프 국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출처 : WHO,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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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들의 이중쇼크(코로나19와 원유가 하락)
Ÿ 중동 국가들은 탈오일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이라는 이중 충격을 경험하고 있음
Ÿ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은 각국의 봉쇄 조치를 가져왔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이러한 영향은 오일 수입에 의존하는 중동 국가들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
Ÿ 현재 산유국들은 17년 만에 최저 수준의 유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중동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유지된다면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서 하루 약 4억
달러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
그림 2

중동 국가 유가 하락 이중 쇼크

출처 : strategy

Ÿ 산유국들의 증산 출혈 경쟁과 원유 감산 체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중동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 그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이중 충격은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 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초래. 지속적인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OPEC중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에 잠정 합의
Ÿ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 기반이 부족한 중동 지역은 관광 산업 침체,
해외 투자 유치 제한과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회귀 등으로 소비 부문 역시 타격이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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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오일 산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
Ÿ 2014년 말 원유가 하락으로 중동 국가들은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이 중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신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음
Ÿ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대규모 테마파크 산업을 통해 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 왔음
Ÿ 국가 수입에서 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 48%,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45%,
아랍에미리트가 29%였음(2017년 기준). 특히 관광비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이슬람교도에게도 순수 관광 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고 아랍 에미리트의
경우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
왔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250만 명의 순례객을 메카에 유치했던 Haji 순례를 올해는 금지하였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사우디의 이미지 쇄신을 기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되면서 세계적 이목을 끄는 데 실패하였음
-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2021년으로 연기하였고 각종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면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입게 됨. 두바이 토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2008년 재정 위기 상황을 연상시킴
- 카타르는 2020년 월드컵 준비를 90%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2021년으로 연기 진행

Ÿ 지난 4월 세계여행관광기구 WTTC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관광산업은 월 평균 670억 달러의 비즈니스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
그림 3

코로나19 여행업과 관광산업에 타격

출처 :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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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동 지역의 레저 관광 산업을 통한 해외 방문객으로 발생되는 수입은 월 1,010억 달러로 추정됨.
그중 79%인 약 806억 달러가 테마파크, 각종 오락시설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집계

근무환경 및 교육 환경의 변화
Ÿ 코로나 대유행 이후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정부 기관의 사무실 및 기타 관련
시설에서는 최소 필수 직원만 근무하고 재택근무를 강제하였음. 일반 회사는 30%~40% 인력만
근무하도록 강제함
Ÿ 물, 전기 및 통신과 같은 필수 기반 부문과 식품, 의약품, 공급망에 관련된 회사 그리고 물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특정 부문은 재택근무 요건에서 면제
Ÿ 아직 확진자 증가세 추이가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시키고 정부 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무실
내 근무자 간 공간 확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Ÿ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지역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학생들은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기 시작했음. 5월말에는 완전 온라인 교육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온·오프 혼합형 수업 계획을 발표

본격화되는 디지털 산업화
Ÿ 중동 지역은 열악한 온라인 환경을 건너뛰고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음. 2010년 이래
적극적인 소셜 미디어 활용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고 정보화 관련 기관 및 관련법을
개정하여 빅데이터 구축과 내외부적으로 인력 확충 등 정보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Ÿ UN에서 발표한 2018년 세계 정보화 평가 순위를 보면 중동 국가 중 아랍에미리트가 21위,
바레인이 26위, 쿠웨이트가 41위, 카타르가 51위, 비이슬람 국가인 이스라엘이 22위를 기록함.
코로나19는 중동 국가들의 정보화에 대한 시험 무대로, 중동 국가들이 비교적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Ÿ 걸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큰 경제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다른 인근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정보화가 뒤처져 있었음. 이를 만회하기 위해 Vision 2030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경제 전환을 위해 국가 혁신 전략을 추진해 왔음. 또한 중동 지역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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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를 선도하기 위해 법률, 건강, 전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중점
추진해 옴
Ÿ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20여 개 도시에 5G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기술, 금융, 교육 및 공공
부문에 5G 기능을 활용하는 전략을 시도함.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5G 인프라를 활용한
자체 격리 및 병원 방문을 안내하는 앱 Mawid를 업데이트하고, 교육부는 전국 교육 포털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와 디지털 도구를 제공한 바 있음
Ÿ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해 오던 국가 혁신 전략, 인공 지능 전략 2031 및 블록체인 전략 2021과
같은 장기 계획들은 미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사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
Ÿ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 오던 Paperless Strategy는 시민, 거주자 및 일시 방문자 등 수백만
명의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전국 정부 기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
그림 4

아부다비 ADNOC 본사 디지털 커맨드 센터 내부

출처 : Reuters

Ÿ UAE 보건부는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들과 밀접 접촉한 개인을 추적하기 위해 TraceCovid
앱을 개발함. 경찰은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얼굴, 음성 및 번호판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유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여 전염병에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Ÿ 중동 지역에서 5G 네트워크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인 바레인은 2019년 중동 지역 최초로
Amazon 웹서비스 클라우드 센터를 오픈함. 바레인은 코로나19 사례를 추적할 수 있는
BeAware라는 연락처 추적 앱을 도입하여 감염자가 지정된 지역 외부의 모든 움직임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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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할 수 있는 GPS 추적 팔찌와 함께 운영
Ÿ 민간 부문에서는 대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인프라를 사용한 블록체인 및 인공 지능을
통해 MVC Global 및 Cox Logistics 시스템을 개발함. 이는 바레인과 중동 국가들의 식품 및
의약품의 효율적 배포를 지원하는 데 사용
Ÿ 걸프 국가들은 아직 석유산업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개혁과
제도적 투자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에 디지털 전략 구사

포스트코로나 시대 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전략 변화
Ÿ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동 지역의 통신사들은 고객들이 보다 개선되고 단순화된 경험을
요구하는 상황을 맞이함. 이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전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도 직면함.
또한 새로운 규범과 함께 통신 부문의 기반 재설계 및 기반 확충을 해야 하는 입장임
Ÿ 경제가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역사적으로 통신 사업자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었음. 반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솔루션 및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소비자 행동에 맞춘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Ÿ 소비자가 디지털 방식으로 일하는 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통신사업은 더 높은 차원으로 디지털화될 것임. 페이스북 및 구글과 같은 혁신기업은
소비자에게 낮은 운영비용으로 다목적이고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통신 회사에 대한 큰 도전임
Ÿ 중동 지역은 전 세계에서 정보화 채택에 비교적 앞서 있고 100% 이상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달성한 바 있음. 또한 70% 이상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어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해
분명한 명제가 있는 지역임. 고급화된 디지털화는 역내 모바일 통신업자들에겐 기회와 도전의
양면을 제공하고 있음
Ÿ 현재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디지털 결제에 대한
태도 변화임. 그동안 중동 지역은 개인 정보 유출을 염려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던 지역임
Ÿ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현금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Apply Pay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결국 통신사들은 디지털 결제를
위한 폭넓은 기반 구축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음. 또한 챗봇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소비자가
각종 통신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디지털 고객 서비스를 경험하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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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에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음
Ÿ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 국가 6개국 중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 앱 사용이 가장 급증했음.
쿠웨이트와 카타르도 모바일 앱 사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오만과 바레인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아랍에미리트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통한 소셜 미디어 사용 및 통신 사용이 증가되었음
Ÿ 코로나19는 중동 지역 미디어 공급, 소비 및 광고에 큰 영향을 미침. 스트리밍, 라이브 및 멀티
플레이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반면 새로운 콘텐츠 제작은 크게 위축되었고, 아랍어
영상 콘텐츠 제작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레바논의 경우 대부분의 스튜디오가 폐쇄
상태임
Ÿ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디어 산업 중 가장 호재를 맞이한 분야는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분야임.
직장과 교육 환경이 변하고 야외활동의 제약으로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자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애플TV, OSN의 WAVO와 같은 스트리밍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
Ÿ 스트리밍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통신 인프라가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비디오 스트림의 비트 전송률을 25-30%까지 줄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Ÿ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들은 영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DIY, 요리, 음악 수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함. 기존 미디어 그룹의 TV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피크 타임에 변화를 주어 광고주들이 광고 전략을 재수정하거나 TV 광고 예산을 축소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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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동 국가들은 코로나19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대처 방안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현재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는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민간 기업들의
부채와 실업자 구제 등을 위한 단기간 정책이 주를 이룸
각국의 경기부양책

표1
국가

경기 부양 정책
▲라마단 기간 이후 전국에 있는 9만여 개의 이슬람 사원 및 일부 관광지 재
개장.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5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
사우디아라비아
하기 위한 1억 달러 기금 마련. ▲국내 항공편을 다시 허용하고 지난 6월
21일 모든 경제 활동 재개 공표
▲두바이 정부는 매년 갱신되는 미디어 업체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용의
일시 면제 및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 수준의 환급 조치. ▲직원들의 월급 및
상여금의 일정 부분 지원 등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 ▲두바이를 3D 프린팅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발표 및 3D 프린터를 통한 부족한 의료
아랍에미리트 장비 제작 추진. ▲7월 12일 총 15억 디르함(약 4억 달러) 3차 경기 부양책
발표, 지금까지 총 63억 디람(약 17얼 달러)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집행.
▲아부다비 정부는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국내외 콘
텐츠 개발자들을 고용할 경우 봉급의 최대 70%까지 지원. ▲매년 연장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직원들의 체류권을 일정 기간 면제 혹은 유예
▲민간 분야에서 실직 위험이 예상되는 7만여 일자리 보존과 공공 부채 및
파산을 막기 위한 구조 패키지 공표, 이와 함께 각 공공 분야에 예산 삭감,
공공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자국민 우선 채용 실시 등 사회 전반적인
쿠웨이트
구조 정책 시행. ▲기업당 최대 80만 달러의 대출을 4년 상환 조건으로 지
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준비. ▲향후 5년 동안 공공 분야의 예산을 증
액하지 않고 2021년까지 정부 총예산의 20%를 삭감하는 최초의 저예산
정책 채택
바레인

▲바레인 정부는 바레인 시민과 기업들에게 전기 및 수도 요금을 면제하고
부동산 및 관광에 대한 세금 혜택 연장. ▲4월부터 3개월 동안 민간 부문 근
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플랫폼을 구축. 이 조치는 4월 초
민간 부문에 발표된 11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일부

카타르

▲3월부터 6개월간 민간 분야 지원을 위해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정
책 발표. ▲식품 및 의료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중소기업들과 물류 시설
에 대한 렌트비 면제, 관광 산업 관련 업체의 유틸리티 비용 면제. 중앙은행
을 통해 일반 은행들이 6개월간 민간기업의 대출 상환을 유예하도록 조치

이집트

요르단

▲이집트의 국민은행(NBE)은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의 지원을 받아 코
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 달러 규모의 단기 대출 자
금 펀드 조성. ▲무역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중앙은행이 7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의 부채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IMF에 13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업 자금 경색을 완화시켜 줄 금융 지원
협의 중
출처 : Clyde&Co, M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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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화를 위한 지역 내 환경
Ÿ 코로나19 이전부터 중동 국가들에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기술 중심의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미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정치적, 재정적으로 지식기반 경제
창출을 위한 디지털 혁신 정부 정책이 조성되어 있었음
Ÿ 기술시장 분석 전문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2020 년 약 30억 달러로, 연평균 20%의 성장을 예측하였음. 중동 국가들의 높은 국민소득과
인터넷 보급률은 코로나19 이후 전자 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
Ÿ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의 이중 충격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외국인 거주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 수요의 약화가 예상됨.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자 상거래의 성장은
중동 지역은 물론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중동 전역에 걸친 성장을 예상케
함
Ÿ 2019년 아마존 웹 서비스는 중동 지역 최초로 바레인에 클라우드 센터를 개설함. 정부, 교육
기관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발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도 중동에서 양질의 IT 서비스와 콘텐츠
사업을 제공할 수 있게 됨
Ÿ 그동안 중동지역이 디지털화에 취약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 정도였기 때문으로, 인터넷 환경이 최적인 상황은 아니었음. 이런 이유로 바레인 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중동 지역의 인공 지능 및 머신 러닝, 데이터 분석, IoT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Ÿ 디지털 플랫폼의 광범위한 사용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중동 지역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원격 의료 및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전자 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및 금융 기술 서비스, 공공 보건, 안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
Ÿ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많은 전통적인 물리적 형태의 경제 교류가 재개되겠지만 디지털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음

보건과 헬스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
Ÿ 걸프 지역 국가들을 제외한 기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 보건 시스템
미비로 의료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국가는 평상시 전염성이 없는 질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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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하고 필수 건강 서비스 역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됨.
Ÿ 인구 9천만여 명의 이집트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보편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체계를 개혁함. 전국에 전염병과 무관한 기타 질병을 위한 600여개의 1차 의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 체제 개선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음
그림 5

바레인 코로나19 의료시설

출처 : Goolgle.com

Ÿ 중동 국가들은 코로나19 초기에 국가 지정 병원과 민간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대한
일차 검진을 병행하였음.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검진은 정부 산하 병원으로 일원화
되었고,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한 확진 검사를 진행시키고 있음
Ÿ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생성된 항체를 이용한
혈장 치료법을 개발하여 위급한 환자 치료에 적용함. 더불어 중동 지역 처음으로 중국 국영 백신
개발사 CNBG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3차 임상 시험을 시작함. 아부다비 소재 인공 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 G42와 협력하여 백신의 시험 및 현지 생산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Ÿ 보건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배운 전염병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일명
“Disease X” 라는 미래 전염병에 대처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함. 즉, 보건 서비스를 국가
우선순위에서 검토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혹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원격 의료 및 디지털 의학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Ÿ 중동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가 발표한
320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5%가 공공사업에 배당될 예정이여서 보건 정책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관련 기업들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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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동 오일 달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 아랍에미리트 무바달라 투자사(Mubadala Investment Company), 쿠웨이트 국부
펀드(Kuwait Investment Authorit), 카타르 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 등은
코로나19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투자 펀드들은 오히려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려 옴. 특히 의료, 첨단 기술,
바이오, 물류산업 분야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저평가된 기업들을 매수하거나 이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아부다비 무바달라 투자사는 제약 및 의료 기술과 같은 분야에
해외 투자를 위해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통신사의 5G 상용화와 콘텐츠 활용 방안
Ÿ 2018년 한국과 미국에 이어 중동 산유 부국인 카타르의 통신사 Ooredoo는 중동 지역 내 첫
번째로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음. 2019년 아랍에미리트 통신사 Etisalat과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사 사우디 텔레콤과 Zain이 중국 화웨이의 통신설비를 통한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음
Ÿ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7월 기준, 7천 개 이상의 5G 송신탑을 전국에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3백만 가구에 광통신망을 공급하는 등 모든 공공,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음
Ÿ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5G 서비스에 걸맞는 콘텐츠 공급에 대한 문제는 중동
지역에서 역시 제기되고 있음.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중국과 함께 5G 네트워크를 사용한
최초의 생방송을 추진했고 두바이에서 베이징까지 평균 80Mbps 업 링크 기능으로 풀 HD 및
4K 비디오 스트리밍을 전송했음
Ÿ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사 Zain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 비전 2030프로젝트에 따라 초대형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적극적 추진하며, 2019 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야심차게 서부에
개발 중인 신도시 Neom Bay 공항 사업에 5G 사업을 도입했음
Ÿ Zain은 기술 혁신을 통한 첨단 로봇, 자율 주행차 및 승객용 드론으로 구동되는 완전 자동화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신도시 Neom에 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그리드,
전자 정부, 4차 산업 등과 같은 IoT와 스마트 서비스 분야에 주력하며 이를 위한 5G 인프라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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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의 5G 서비스 현황

표2
국가

도입
시기

통신사

2020년 현황

STC, Zain

▲Zain은 2019년10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개발 신도시
Neom Bay 공항 프로젝트에 5G 네트워크 사업 확장. 향후 첨
단 로봇, 자율 주행차 및 승객용 드론으로 구동되는 완전 자동
화된 생태계 구축 계획. ▲Neom에 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그리드, 전자 정부, 4차 산업 등과 같은 IoT 및 스마트 서
비스 분야 기회 모색

사우디
아라비아

2019. 6

아랍
에미리트

2019.1
1

Etisalat, DU

▲5G 사용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중국과 최초의 생방송을 실시.
▲2020.3 두바이에서 베이징까지 평균 80Mbps 업 링크 기능
으로 풀 HD 및 4K 비디오 스트리밍을 전송. ▲2020년 말까지
전국 80% 커버리지 확충 계획

쿠웨이트

2019. 9

Zain,Oordeoo,
STC Kuwait,

▲2019년 10월 STC Kuwait는 전국 5G 네트워크 커버리지
실현. ▲기업용 5G 패키지 서비스 런칭. ▲전용 데이터 서비스,
CCTV, 클라우드 PBX를 포함한 온디맨드 패키지 서비스

카타르

2018.8

Ooredoo Qatar,
Vodafone Qatar

▲2018년 Ooredoo Qatar는 중동 최초 5G 네트워크를 구축하
였으나 2019년 11월 Samsung S10 5G, Huawei Mate
20X 같은 5G 핸드폰 판매와 동시에 정식 상용화 서비스 시작.
▲전국 70% 네트워크 커버러지.

바레인

2019.6

Batelco, STC

▲2019년6월 5G 네트워크 시범 서비스 이후 2020년 정식 상
용화 서비스 계획, 중국 화웨이와 기술협력으로 IoT 생태계 구
축 사업 진행

오만

2020
예정

Omantel,
Ooredoo

▲2019년 일부 지역 5G 가정용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시 후
2020년 모바일 서비스 시작 예정

출처 : teletimes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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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환경 적극 도입
Ÿ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이 늦은 지역으로 아직 전자 결제
시스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음. 일부 국가는 빈약한 외환 보유고로 인해 해외로 자금
유출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걸프 국가의 경우는 취약한 인터넷 보안 문제로 개인정보 누출을
우려하여 다수가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 심리가 있음
Ÿ 코로나19 이후 마스터 카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중동 지역의 비대면 결제가 무려
200% 증가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WHO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현금 사용 대신
비대면 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시스템 관리 회사들이 보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
Ÿ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년 대비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률이 3배 성장을 보였으며 아랍에미리트는
100% 이상 증가했음. 2020년 4월에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결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 응답함. 따라서 장기적인 소비자 행동 변화가 예상됨
Ÿ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하게 되었으며 식자재 등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됨. 식당에서는 식사를 주문하는 기존 메뉴판 대신 QR코드를 도입함.
메뉴를 디지털로 확인하고 주문에서 결제까지 비대면 시스템 제공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
Ÿ 코로나19로 중동 지역에서 비대면은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실현되고 있음. 쇼핑 온라인화가 더
보편화되고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디지털 세대의 소비 트렌드인 '언택트(Untact)' 현상이
가속화되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것이라 예측

홈 헬스케어 산업의 잠재력
Ÿ 중동 지역의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개방과 함께 전염병에 대한 강력하고 유연한 건강
시스템을 유지하여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및 재정적 능력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특히 코로나19는 시설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 제기
Ÿ 환자 중심의 원격 진료 시설 설립, 커뮤니티 보건 요원 채용, 초기 진료 강화를 위한 가정 의료
시스템과 케어 네트워크 병합, 병원 시설 확충, 재정 지원을 위한 개선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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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 세계 경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 코로나19는 오히려 홈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새로운 벤처
창업의 기회를 가져옴. 그동안 병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일차 진단 과정이 가정으로 이동하는
방식의 분산화를 이루었고, 환자 데이터가 중앙 집중화되었으며 병원은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을
가져옴
Ÿ 현재 전 세계에서 건강관리의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음. 원격 진료, 예측 진단, 생체 신호를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웨어러블 센서 및 다양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건강관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Ÿ 5G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가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으로 바뀌고 스마트폰의 사용과
초고속 인터넷사용 확대는 홈 헬스케어 시대로 성큼 다가서게 하고 있음. 이처럼 보다 안정적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한 환자의 진단과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Ÿ 점차 건강관리가 웨어러블 및 커넥티비티에 더 밀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5G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의 높은 성능이 요구되고 소비자의 기대는 진화하고 있음. 이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의 홈
헬스케어 시장은 의료 기술 제조업체, 에그리게이터, 앱 개발자들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임
Ÿ 이런 미래의 홈 헬스케어 시장을 내다보며 두바이와 카타르는 해외 헬스 케어 관련 업체들이나
벤처들 유치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두바이는 최근 3D 프린팅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부족한 의료 기기의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카타르와 경쟁을
이룰 전망임

온라인 교육시장의 확대
Ÿ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산업이 향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을 분야 중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전망
Ÿ 코로나19로 올해 3월부터 각국 학교는 학기 말까지 휴교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9월 새 학기부터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개학한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만약 2차 코로나 확산이
온다면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 즉각 전환할 계획으로, 신학기 시작 전 시스템 정비와 함께 교사들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Ÿ 그동안 중동 시장에서 교육 관련 플랫폼은 수년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대규모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시스템 부화가 증가되었음
Ÿ 미국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AWS는 걸프 지역 국가들의 교육 당국과 솔루션 제공 업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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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온라인 교육 환경을 위한 기반 구축 작업을 추진한다고 발표
Ÿ 뉴욕 소재 교육시장 분석 기업인 네스터 보고서에 의하면 중동 e러닝 시장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3년까지 15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이중
중동 지역 내 사립학교의 65%가 소재한 아랍에미리트가 e러닝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Ÿ 바레인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자 교육부와 IGA 전자정부 담당 부처가 원격 학습을
위해 기존 EduNet 포털을 7일 동안 재구성하여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대폭
향상시킴. 3월 초에 정비된 플랫폼 EduNet은 활성화 이후 방문자 수가 600% 이상 증가하였고
약 15만 명의 학생과 만 8천명의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음. 현재 시스템을 통해 교육 당국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수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을 확인할 수 있음
Ÿ 요르단의 아랍어 교육 콘텐츠 퍼블리셔인 Mawdoo3은 교육부, 디지털 경제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을 포함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아랍어권 최대 e러닝 플랫폼 Darsak.gov.jo를
설립함. 3월 22일 플랫폼 오픈 이래 총 3천5백만 뷰어를 기록하며 아랍어, 영어, 과학, 수학,
아트, 컴퓨터 등의 과목을 하루 10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 플랫폼 사업에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Abwaab, e러닝 회사 Jo Academy 및 비영리 온라인 학습 제공 업체 Edraak을
포함한 다수의 요르단의 아랍어 교육 콘텐츠 제공 업체가 참여함
Ÿ IT 공룡 기업들의 중동 시장 선점은 업체 간 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함. 오는 9월 새 학기에 맞춰
설립하려고 하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 e러닝 프로그램은 6개월 앞당겨 시작함
Ÿ 1억 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를 위한 글로벌 무료 웹서비스 Classroom을 운영 중인 구글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아랍어권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과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Meet을 하나로
융합시켜, 학생들 간 협업 및 개별 피드백 제공이 쉽게 이뤄지게 하고 교사가 학생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 효율성을 높인 플랫폼을 제공
Ÿ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위한 평생 교육이나 직장인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각종 직무 관련 훈련
프로그램, 언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렇듯 중동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교육 시장의 큰 기회가 열리고 있음

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
Ÿ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동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산업은 영화관, 테마파크,
아케이드 게임 센터,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헬스 센터 등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오락, 문화
분야임. 서서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런 시설들이 6월 말부터 재개장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조심하는 분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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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취미 중심의 콘텐츠를 지인이나 가족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가 증가함.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홈쿠킹, 홈트레이닝과 같은 상품 매출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음
Ÿ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게임 업체가 특수를 누리게 되었음. 야외활동 금지 조치로 피트니스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홈피트니스 산업이 코로나19의 큰 수혜를 입고 있음
Ÿ 중동 지역 게이머들은 가정집에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PC방 등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는 문화를 즐겼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게임을 즐기게 되면서
전문 게이머들의 전유물이던 e스포츠가 일반 게이머들에게도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일반 모바일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토너먼트 대회들이 생겨남

VOD와 OTT의 활성화
Ÿ 중동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화된 엔터테인먼트는 TV시청으로, 시장 조사 업체 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중동 지역의 1인당 TV시청 시간은 6시간 20분으로 전 세계 평균 2시간 48분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TV시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TV 시청은 6시간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Ÿ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98%에서 86%로 감소함. 이러한 하락세는 보다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 연결과
VOD 및 OTT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
Ÿ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중동의 TV 방송 산업에 있어 선두 업체들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음.
현지 시장조사 업체인 IHS Markit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한 구독형 VOD 서비스
Starzplay는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14년 설립되었고 2019년 기준 2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1위를 달성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Starzplay와 같은 전문
OTT업체들과 전통 미디어 그룹의 VOD서비스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Ÿ 1991년 설립된 전통 미디어 그룹 MBC Group과 1998년에 런칭된 OSN은 OTT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일전을 펼치고 있음. OSN나 MBC 같은 유료 TV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음. Apple TV+와 Disney+가 병행 출시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Ÿ OSN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물론 아랍어권 전 지역에서 방송 사업을 펼치며 Dis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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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s, Marvel, Pixar, HBO, HULU 영상 콘텐츠는 물론 아랍어와 터키어로 된 현지화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음
Ÿ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은 보다 안락함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미디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OTT 업체들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AI 및 자동화로 미디어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할 필요, 콘텐츠에
대한 고객 맞춤화 전략은 물론 중동 시청자가 선호할 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확보해야 할
과제가 생김
그림 6

2020 가장 인기 있는 유료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출처: Analysys Mason

게임산업과 e-스포츠의 성장
Ÿ 게임시장 분석 기관인 Newzoo에 의하면 중동은 온라인 게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2022년까지 4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모바일 게임 산업이 매년 25%씩
성장하고 있는 중동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게임 커뮤니티가 있는 곳임
Ÿ 전통적으로 중동 시장은 게임 개발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구체적으로,
콘솔 게임 개발사는 전무하고 PC 게임의 경우 레바논 회사가 중국 개발팀과 협력하여 조악한
수준의 웹게임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음. 현재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대다수의 게임은 해외
업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퍼블리싱하는 수준임
Ÿ 상대적으로 개발 장벽이 낮은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요르단 개발사 Tamatem이 초기에 몇 개의
게임을 자체 개발하여 성과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 게임을 아랍어로 현지화해서 서비스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 레바논 개발사 Falafel은 중국에 개발사를 두고 아랍어 버전의 웹 브라우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Ÿ 모바일 게임은 중동에서 인기 있는 플랫폼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의 23%를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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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광고 플랫폼 AdColony에 의하면 소셜 게임,
전략 게임, 캐주얼 게임 및 롤플레잉 게임 순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2019년 중동의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는 전년도 대비 28% 증가했으며 모바일 게임에 소비되는
일일 평균 시간은 24% 증가했음. 코로나19로 모바일 게임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으나 중동
지역에서 개발된 게임보다는 외산 모바일 게임이 절대적 강세를 보이며 게임 개발 분야에서는
중동 게임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Ÿ 중동 게임 산업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e스포츠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스포츠 행사가 취소되고 많은 스포츠팬들은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 속에서 e스포츠에 관심을
돌리고 있음
Ÿ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중동의 e스포츠 리그는 갑작스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동 e스포츠 대회 후원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림 7

2020 두바이 여자 게이머 월드 파이널

출처: esportsinsider.com

Ÿ 두바이 자유특구(프리존) 협의회 회원들은 체계적인 형태의 e스포츠 전용 자유특구를
설립하자는 논의를 한 바 있었음. 이는 단지 두바이 정부가 국내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에 광범위한 온라인 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고 e스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함
Ÿ 걸프 지역의 자유특구는 해외 업체들의 역내 주요 경제 활동에 많이 이용되며, 제안된 e스포츠
자유 구역은 미래 소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걸프 국가들의 25세 미만
청년 인구 비율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35%에서 50%에까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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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걸프 국가들의 게임 시장 규모는 2019년 7억7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일주일 평균 14시간을 게임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동 지역의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은
다양한 편이 아니며, 게임과 e스포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Ÿ 두바이가 e스포츠를 경제개발 이니셔티브에 통합하려는 노력은 디지털 경제를 통해 두바이의
혁신적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임. 두바이는 2019년 말 가상 기업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향후 50년 동안 십만 개의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가상 상업 도시를 계획하고 있음
Ÿ 두바이 경제와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광 분야에 크게
좌우되며 인근 토후국인 아부다비와 달리 원유생산보다 서비스 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이 원격 서비스 환경에서 대규모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므로
두바이의 경제 활동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Ÿ 두바이 미디어 자유특구 개발자인 TECOM은 전용 e스포츠 경기장인 Dubai X-Stadium을
건설하고 있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e스포츠 게이머, 관중, 애호가들 유치를 목표로 함
Ÿ 두바이 정부는 스포츠 회사들과의 상업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통합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인 미국 Monumental Sports & Entertainment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음. 적극적인 e스포츠 육성과 더불어 전문 프로게이머들이 아닌 일반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한 토너먼트식의 서비스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동
지역에서 공식적인 e스포츠 행사는 열린적이 없었지만 PC방 수준에서 랜파티와 같은 소규모
대회는 꾸준히 열려 왔음
그림 8

두바이 e-스포츠업체 Gamershub

출처: gamershub.ae

Ÿ 두바이 소재 Gamershub라는 e-스포츠 업체는 프로게이머들이 아닌 일반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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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너먼트 대회를 상시 개최함. BMW, Intel, Lenovo, Lexus, VIVE 등의 주요 스폰서들을
확보하고 있음. 코로나19 이전에는 랜 파티나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주로 모바일
게임 위주로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음
Ÿ 미국의 GoGamers, 중동 최대 미디어 그룹인 MBC Group의 모바일 플랫폼 WIZZO 등과 같이
일반 게이머들의 수준별 리그 승급이 가능한 상시 토너먼트 플랫폼 출시도 가시화 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토너먼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5~6개 존재
Ÿ 중동 지역에서 약 7억5천만 달러의 가장 큰 게임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e스포츠 분야의 잠재력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사우디 정부는 지난 2월 신설 스포츠
장관을 임명하면서 일반 스포츠 분야에 e스포츠를 포함시킴
Ÿ 2017년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 e스포츠 연맹은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장려 정책을 위해 여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음. e스포츠 관련 축제 및 행사는 Mohammed bin Salman
왕자가 제시한 사우디 비전 2030 아젠다 가운데 지역 엔터테인먼트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Ÿ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이나 다른 e스포츠 선진국과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수도
리야드에 Challenge Arena, 동부 해안 도시 담맘에 CliX라는 e스포츠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있음.
사우디 아라비아의 e스포츠 산업은 예산이 5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신도시 프로젝트
“Neom”의 미디어 산업 분야에 포함되어 있음
Ÿ 향후 원격으로 경쟁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e스포츠는 중동
지역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
Ÿ 중동 지역 e스포츠 중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게임은 Overwatch, Tekken, DOTA,
PUBG, Fortnite, FIFA, LOL 등임. 이러한 게임 가운데 한국의 펍지 주식회사와 중국 텐센트가
공동 개발한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PUBG MOBILE)'은 2018년 11월에 두바이에서 월드
결승전을 개최했고, 전세계 게임 플레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Ÿ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2018년 삼성 갤럭시 노트9의 협찬으로 PUBG MOBILE STAR
CHALLENGE(PMSC)라는 글로벌 결승전을 개최함. 전 세계 20개 팀이 참가하여 총상금 40만
달러를 걸고 3일간의 격전을 펼쳤음. 그 결과 태국의 RRQ Athena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2위 역시
태국 팀이 차지했으며, 3위는 중국 팀이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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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두바이 결승전

출처 : europeangaming.eu / Xinhua.net

웨비나의 활성화
Ÿ 몇 년 전부터 웹을 이용한 양방향 세미나인 웨비나가 서서히 대두되었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인터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하며
프레젠테이션, 보고, 질문, 녹화 및 다운로드 등 다각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웨비나는 포스트
코로나19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
Ÿ 웨비나 사용에 따른 이점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고,
콘퍼런스 개최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절감 가능하며, 물리적으로 발표가 어려운 많은 업계의
유명 인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세미나 발표 자료는 추후 회사 마케팅
자료로도 전환 가능
Ÿ 중동 지역에서 웨비나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Hopin, Whova, Run The World 등이 있음.
이런 플랫폼들은 줌, 구글 행아웃, 유튜브, 비메오 등의 라이브 스트리밍 및 비디오 호스팅
플랫폼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할 것임
Ÿ 코로나19로 많은 오프라인 행사들이 9월 이후로 잠정 연기된 상태임. 3월 이후 각종 취소된
전시회나 세미나는 웨비나로 대체되고 있음
Ÿ 심지어 중동 산유국들이 대규모 자원을 이용하여 보란 듯이 외형적 규모로 경쟁해 왔던 각종
에너지 관련 전시회는 물론 블록체인, 핀텍 등의 오프라인 행사도 웨비나로 대체되었음. 올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G20 회의도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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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예술
Ÿ 코로나19로 문화, 예술계의 고민은 오프라인 행사/전시가 사라진 이 시기에 어떻게 온라인을
활용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게임 산업뿐 아니라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하면 예술계의 온라인화는
좀 더 보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음악 거장의 연주와 오리지널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디지털 영역에서 느낄 수 없기 때문임
Ÿ 코로나19로 중동 지역의 각종 미술 전시회나 공연, 박물관 등은 추후 재개장 일정에 대한 공고
없이 휴관에 들어감. 6월 말 일부 국가에서 방역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조건으로 박물관을
재개장하였지만 관람객들이 아직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있으므로 예술계는 아직
큰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Ÿ 사회적 거리 두기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중동 국가들의 예술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반응은 디지털
공간으로의 이동이었음. 중동 최대 아트 전시회인 Art Dubai는 2021년까지 연기되었지만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한 온라인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했음. 특히 VR 전시는 갤러리 및
예술기관이 취소한 행사 및 전시회를 우회하여 대중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음
Ÿ 두바이에서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Alserkal Art Week는 15개의 갤러리에서 80명
이상의 예술가들 작품을 고품질 360도 영상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현실 플랫폼인 alserkal.online을 출시함으로써 전시의 디지털화를 이룸
Ÿ 아부다비 정부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2억6천만 달러에 달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개장한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은 중동 문화계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 코로나19로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이 휴관에 들어가자 단기 전시회를 온라인 전시관으로 대체하는 등 가상
전시 계획을 앞당김
Ÿ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은 당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인먼트용 가상공간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음.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다시 재개장하여 3개월여간 열리는 오프라인
전시회에 미국 3D 업체인 Matterport의 솔루션을 활용한 360도 VR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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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VR 온라인 전시

출처 :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Ÿ 두바이에 기반을 둔 아트 플랫폼 Mid East Art는 중동 예술가들의 인터뷰 및 전시회 리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예술 자료와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 대사관
주재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뉴욕대학 아트 갤러리 등의 인사들 및 중동 지역의 저명한
현대 미술인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 전시, 예술 시장, 자선 분야 등에서 상호 생태계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고 미국과 중동 지역 간 상업 예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함
Ÿ 중동 지역 예술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중동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 세계 아랍 예술가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워크샵을 주최하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세션 Hajer
Fanni를 시작
- 런던에 본사를 둔 현대 아랍 예술 전문 비영리 갤러리 Mosaic Rooms은 여러 분야의 디지털
프로그램을 위해 중동 예술가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Ÿ 중동 지역 화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많지 않았음. 그러나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가상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구매도 할 수 있다는 상상도
가능해졌음. 한편 작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작품에 담긴 철학을 개개인의 감동과 체험에
얼마만큼 기술적 접근이 가능할지는 숙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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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미디어, 소셜 미디어(Twitter etc)의 사회적 역할
Ÿ 코로나19로 인해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타남. 소셜 미디어로 유통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가짜 의약품 소동, 바이러스 확산 진원지라는 이유로
동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 등으로 큰 혼란을 초래
Ÿ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세계보건기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부정확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마법의 치료를 찾기도 하며 음모론을 퍼트린다”고 말함.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Microsoft 공동 창립자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음모설까지
나옴
Ÿ 중동의 기존 방식을 차용한 미디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주는
역할을 함.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이웃 국가들의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미디어의 순기능 역할을 함
Ÿ 점차적으로 이런 소셜 미디어의 역기능은 각국 정부들의 신속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와 방역
대책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기능으로 탈바꿈함. 트위터 등을 많이 사용하는 중동 지역에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나 관련 정책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 다른 온·오프라인 미디어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전
Ÿ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주 매체가 된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
사람들과 코로나19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서로 떨어져 있는 개인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며 사람들 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Ÿ 기업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사회와
고립되었던 개인들이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여론을
환기시키고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순기능도 수행
Ÿ 지난 3월 말 유튜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및 '코로나19'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50개 (총 2억5천8백만 뷰) 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 있는 콘텐츠 75개 중
19개(25.3%)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총 6천2백만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힘. 즉, 코로나19 관련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의 1/4 이상이 잘못된 정보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전달하였음
Ÿ 이전 에볼라와 지카 바이러스 발병 당시에도 유사한 유튜브 연구조사에서 23~26%의 잘못된
정보가 개인 유튜버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음. 유튜브는 매일 수십억
건의 조회수가 나오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방역 당국의 공중 보건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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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 전달의 역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높음
Ÿ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불안 확산과 직장으로부터 고용의 불안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개발 혹은 재능공유, 생계형 온·오프라인 창업 등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더욱 중요시됨
Ÿ 2019년 미국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인 닐슨이 발표한 성인남녀가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
생활과 자기계발 분야는 스포츠 및 피트니스, 외국어, 요리, 음악, 컴퓨터, 공예, 사진 등이었음.
또한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함께 할 사람으로는 혼자가 62%, 친구가 22%, 가족, 10%, 회사
동료가 9% 순으로 나타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온라인
및 비디오 동영상 매체가 25%, 관련 커뮤니티 혹은 블로그가 9%로, 전체 방법들 중 1/3 이상이
온라인 및 동영상 매체였음. 이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자료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보다 온라인 및 동영상 매체에 더 집중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게
함
Ÿ 팬데믹 기간 내 온라인 콘텐츠 선호도 및 유형 파악
Ÿ 온라인 및 실내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소비 동기 및 유형, 선호도 파악
Ÿ 인터넷 이용 시간 증가와 콘텐츠 소비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한 콘텐츠 선호도 확인
그림 11

지난 2주간 무엇을 시청하였는가?

출처 searchenginejournal.com, Channel Factory

Ÿ 지난 4월 미국 기술 데이터 조사 기관인 Channel Factory 자료에 의하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뮤직 비디오와 공연, 코미디 프로그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상위에 오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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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고 DIY, 요리, 라이브 스트리밍이 그 뒤를 잇고 있음
Ÿ 전염병 시대에 가장 많이 본 동영상 콘텐츠들이 전염병 관련 업데이트 뉴스보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은 콘텐츠 업계에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음

소비자 행동의 변화
Ÿ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온라인 비디오 시청과 소셜 미디어 활용이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상품은 브랜드 자체의
고유의 가치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임
Ÿ 경제 악화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면서 지출에 대해 신중해지고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특별 할인 행사 및 할인 혜택 활용, 비필수재 사용 감소,
가격이 더 낮은 브랜드 선호가 나타날 것임
Ÿ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사고방식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확대 성장 전략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Ÿ 사람들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장소보다 익숙한 주변의 친밀한 장소, 자주 가는 주점이나
레스토랑, 야외 공원을 선호하고 비접촉식 결제뿐 아니라 휴대폰 또는 기타 모바일 장치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매장을 찾을 것임. IBM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40%가 비접촉식 결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
Ÿ 중동 지역에서는 Amazon, Noon이라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경쟁하고 있고 e커머스 환경이
준비된 국가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에서 안전한 쇼핑 경험을 선호할 것임
Ÿ 코로나19 여파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유지될 것임. 대중적인 장소를
피하는 소비자들은 건강 유지를 위해 피트니스 센터보다는 홈 트레이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
Ÿ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매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정책을 택하고
있음. 여행 자제, 물류의 제한적 환경으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성향이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보다 근접성이 높은 현지 매장에서 현지 생산·소싱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임.
Ÿ TV와 같은 전통 미디어는 시청률은 늘었지만 광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었음. 반면 VOD, OTT에
대한 지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면식 극장은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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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방송 광고에 대한 광고주들의 외면을 극복할 수 있는 광고가 등장하지 않는 한 콘텐츠 제작 환경은
열악해지고 콘텐츠 사업자가 유통 채널을 선택하는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비대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와 실감 미디어의 수요 증가
Ÿ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의 360도 가상 전시
- 지난 2월 한국의 실감 미디어 업체들이 아랍에미리트에 소재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 MR로
구현하는 아동용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VR과 홀로그램을 활용하여 박물관 소장품을 구현할
수 있는 가상 뮤지엄 프로젝트를 논의
- 코로나19로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이 임시 휴관하자 단기 전시회를 360도 영상으로 구현하는
가상 박물관 개발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어 한국의 영상 촬영
팀이 아부다비에 입국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는 가상 박물관 솔루션을
갖고 있는 미국 업체가 개발하게 됨

Ÿ 아부다비 관광청의 실감 미디어 기술 활용 콘텐츠 개발
- 아부다비 관광청은 일본 도쿄의 Mori Digital Art Museum과 유사한 단기 전시 프로젝트 협력을
한국 전시 공간 회사와 논의하였으나 코로나19로 협의가 중단됨
그림 12

Mori Digital Art Museum의 TeamLab 전시

- 아부다비 관광청은 5G콘텐츠 부족을 느끼는 현지 이동 통신사와 협력하여 관광청 산하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부 대표 작품을 실감 미디어 기술을 통해 아부다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5G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

Ÿ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20개가 달함. 경제 구조 다각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관광 산업과 문화 산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테마파크는
중요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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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런 테마파크의 설립은 VR/AR/MR업체들에게는 아케이드 게임과 융합한 콘텐츠 개발에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테마파크 및 패밀리 오락 센터 등이
모두 휴관하면서 당분간 VR/AR/MR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기회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Ÿ 두바이와 카타르에서는 VR기술을 활용한 의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군사 훈련
시뮬레이션이 실제 사용되고 있어 B2B 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게임과 e-스포츠의 인기
Ÿ 중동 게임 시장의 환경이 모바일 게임으로 변화하고 구글과 애플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아랍어
버전의 모바일 게임이 서비스되면서 한국의 PC 온라인 게임은 중동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음. 배틀그라운드 같은 독보적인 게임도 있지만 한국 게임의 시장 점유율은 예전과 같지 않음
Ÿ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게임 시장 규모가 큰 국가의 PC방에서 나이트 온라인, 메틴2,
크로스 파이어, 포인트 블랭크 등의 MMORPG, FPS 게임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대회를 치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린 적도 있었음
Ÿ 중동 지역 PC방에서 선호되는 게임들은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도타,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카운터스트라이크,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등임
Ÿ 터키, 이란어, 아랍어권 지역을 전부 포함한 중동 시장에서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장르는 단연
전략 게임으로, 대부분의 전략 게임들은 언어가 현지화 되어 있고 게임 내 아랍 문화 빌드가 들어가
있음. 전 세계 모든 전략 게임이 다 모여 있는 중동 게임시장은 한국 개발사들에게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지역임
Ÿ 현지 게임 퍼블리셔의 입장에서 FPS 게임도 선호되는 장르이지만 중동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전략 게임 장르와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게임들의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 게임들에서 예전 수준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Ÿ 중국 게임 업체들의 중동 지역 진출은 모바일 장르에서 주목 받을 만함. 2017년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출한 중국 개발사 온메트는 “클래시 오브 킹”과 유사한 “리벤지 오브
술탄”이라는 게임을 개발했는데, 이 게임은 중동 배경, 캐릭터를 도입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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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오브 술탄

그림 13

출처 : App Store

Ÿ 중국 기업 텐센트는 2019년 두바이에 중동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장르인
MOBA 게임 “Arena of Valo” 의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중동 시장에 직접 진출함. 텐센트는
이전에 리그오브레전드 개발사인 라이옷 게임즈,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 게임즈,
클래쉬오브클랜 개발사 수퍼셀 등에 투자를 통해 중동 지역에 간접 진출한 바 있음
Ÿ 세계 주요 게임 업체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목적은 퍼블리싱 사업 이외에 e스포츠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예측됨. 중동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온라인이나 랜파티에서
대전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이고, 이미 리그를 형성하여 게임대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비대면 공연(홀로그램, 실시간 온라인 공연)
Ÿ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며 나홀로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는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방식과 공간이 변화하고 있음
Ÿ 코로나19로 공연기획사들은 온라인 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BTS는 미국 기업과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음
Ÿ 한국 실감 미디어 기업이 홀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K-POP 스타들의 공연을 추진하거나
홀로그램을 사용한 한국 아이돌 공연을 위해 한국의 첨단 기술을 문화산업에 적용하고 있음.
일례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슈퍼엠은 네이버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첫 디지털 콘서트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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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콘서트 실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증감현실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맞춤형 콘서트를 기획해
주목을 받았음
Ÿ 코로나19는 전 세계 공연 문화계를 초토화시켰지만 한국은 실시간 비대면 문화의 서막을 여는
놀라운 순발력을 보이고 있음.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으로 공연 문화의 진화를 유도하는
등 한국 문화계의 노력은 중동 지역에서 또 다른 한류 문화를 전파시키며 국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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