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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키즈 콘텐츠 동향』
작성취지
⇒ MENA 지역은 청년 중심의 인구구성, 높은 출산율, 높은 교육비 지출 등 키즈 콘
텐츠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 또한 기술 기반 콘텐츠(가상현실, 스마
트 기기 등)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으로 키즈 콘텐츠 시장의 성장률이 높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MENA 지역 전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뒤, 역내
주요 키즈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장난감·완구·게임류,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MENA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유관
기업들에게 기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작성순서
1. MENA 키즈 콘텐츠 시장 개요
2. 주요 키즈 콘텐츠 소비 동향 - (1) 애니메이션
3. 주요 키즈 콘텐츠 소비 동향 - (2) 장난감·완구
4. 주요 키즈 콘텐츠 소비 동향 - (3) 테마파크
5. 시사점

1. MENA 키즈 콘텐츠 시장 개요
인구통계학적 분석 : MENA 지역의 높은 출산율, 키즈 콘텐츠 시장의 동력
- MENA 지역은 종교적, 법적 환경상 피임, 낙태1)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저조한 여성 경제참여율 등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이어 출산율이 높은 지
역으로 손꼽힘
1)

튀니지, 터키를 제외한 모든 MENA 이슬람 국가들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출처 : Liv Tønnessen, Irene Maffi , Ayse Dayi , Irene Capelli, Zeina Fathallah, “Islam and

abor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ern Africa”, Law and Society (Toront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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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비교적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와 이란 등이 비교적 낮은 합계 출산율 2명대 초반을 기
록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은 2명대 중 후반에서 3명대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우리
나라(1.27명, 2018년 기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
는 상황임
[표1] 2018년 기준 국가별 합계 출산율 (단위 : 명)
순위

국가명

합계출산율

순위

국가명

합계출산율

1위

니제르

6.35

84위

쿠웨이트

2.37

96위

튀니지

2.17

2위~31위는 대부분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11위) 국가
32위

팔레스타인(가자지구)

3.97

103위

모로코

2.09

36위

이라크

3.94

111위

사우디아라비아

2.04

43위

예맨

3.48

115위

리비아

2.03

45위

이집트

3.41

118위

터키

2.00

48위

팔레스타인(서안지구)

3.20

124위

이란

1.96

49위

요르단

3.14

136위

카타르

1.89

61위

오만

2.80

164위

바레인

1.73

64위

알제리

2.66

165위

아랍에미리트

1.73

69위

이스라엘

2.63

166위

레바논

1.72

80위

시리아

2.44

219위

대한민국

1.27

[출처 : CIA World Factbook, 2018]

- 현재 MENA 지역의 출산율은 2000년대 초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로, 고도성장 과정에
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00년대 초반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현재 인구 구조는 10대가 가장 많은 별 형을 띄고 있음
[그림1] 아라비아반도 지역 인구 피라미드 변화 (1985년  2005년  2025년 전망치)

[출처 : Women in the Arab Countries of the Gulf Region, Carnegie Mellon University
-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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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카타르 Silatech2)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인구의 60%가 만 25세 미만이며
중위연령은 만 22세(세계평균 만 28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남
-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과 레반트 지역(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중위 연령은 비교적 경제 수준이 높은 걸프 지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기준으로 이들 국가 총인구의 15% 이상이 15-24세로 나타남
[그림2] MENA 지역 국가별 15-24세 인구 비율

[출처 : The Middle East needs a technological revolution. Start-ups can lead the
way, World Economic Forum, 2019. 4]

디지털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키즈 콘텐츠 수요
- 교육비 지출이 높은 만큼, GCC 지역의 고소득 부모들은 자녀가 소비하려는 상품이나
콘텐츠가 다소 고가이더라도 지불을 망설이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영국 버진 그룹의 장난감·문구·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인 Virgin Megastore는 비교적
고가의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우디, UAE 등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키즈 콘텐츠 소비도 상당 부분 디지털화되었음. MENA 지역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교육’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다운받아 활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1%(중복응답 포함)에 이르렀음

2)

MENA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단체. http://www.silate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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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MENA 지역 소비자들이 주로 다운로드받아 활용하는 앱의 종류 (복수응답)

[출처 : Mobile Apps in MENA  Statistic and Trends, GO-Gulf, 2016. 2]

- Think with Google의 조사에 따르면 MENA 지역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유튜브가 미
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역 내 부모들은 유튜브를 제 3의 부모 또는 조언자로서 믿고 자녀들을 교
육시키고 있으며, 이를 정보습득 및 교육의 플랫폼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큼
- MENA 지역의 유튜브 사용량 중 육아 콘텐츠(Parenting Content) 조회 수 성장률이 타
지역 대비 4.3배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유튜브는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이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로 조사됨
-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특히 교육용 콘텐츠로서 활용도가 높은데, 주요내용은 영
어 학습이나 종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기본상식, 요리, 음식, DIY 장난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또한 카타르 Northwestern 대학교에서 연구한 중 지역의 미디어 사용 현황 조사 자료
에 따르면3), MENA 지역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이 키즈 콘텐츠를 자녀에게 시청하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문화적 보수성 또
는 진보성을 가진 응답자들이 큰 차이 없이 ‘자녀의 수용성 확대’, ‘상상력 개발’
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Media use in the Middle East 2016, Northwestern University in Qatar & Doha Film Institute,

2016. 8., URL : http://www.mideastmedia.org/survey/2016/chapter/children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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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키즈 콘텐츠에 관한 MENA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 (2016)

[출처 :

Media use in the Middle East 2016, Northwestern University in Qatar & Doha Film
Institute, 2016. 8.]

- 15-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요 키즈 콘텐츠 소비의 유형을 조사한 자료(주간 1회 이
상 하는 콘텐츠 소비활동에 대한 조사, 중복응답)4)에서는 음악감상(84%), TV 프로그램
시청(78%), 영화/애니메이션 시청(78%), 휴대폰 게임(67%), 온라인 비디오 시청(62%), 비
디오 게임(56%), 독서(42%) 등의 순으로 사용률이 나타남
- 본 조사에서는 0-6세의 소비 유형도 조사하였는데, 전체의 50% 이상이 주 1회 이상
TV 시청 및 영화/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5%는 휴대폰 게임을 즐기
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타 활동들(비디오 게임, 온라인 활동, 독서)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GCC 지역 국가의 높은 교육비 지출
-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각국의 교육비 지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IMF의 중동 및 중
앙아시아 지역 경제구조 분석 보고서(2018)에 따르면, GCC 지역은 학생 1인당 평균 중등
교육 지출액이 10,000달러를 넘는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OECD 평균(약 9,200달러)을 상
회하는 금액임[그림5 참조]
- 마찬가지로, 중등교육 뿐 만 아니라 초등, 고등교육까지 합산하여 아이 한 명이 대학교
에 진학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별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5), 아랍에미리트 어
4)
5)

출처 상동
“PARENTS SPEND USD 44,221 ON THEIR CHILD’S EDUCATION, FROM PRIMARY TO

UNDERGRAD”, HSBC News Release, 2017. 06.
조사대상(15개국) : 아랍에미리트, 이집트(14위, 총 16,863달러), 홍콩, 싱가포르, 미국, 대만, 중국,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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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의 성장에는 총 99,378달러(약 1억 1,524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조사 대상 15개국 중 홍콩(총 132,161달러)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높은 비용임
[그림5] MENA 지역 평균 중등교육 지출액(PPP$) 및 진학률(%)

● GCC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 CCA : 코카서스 + 중앙아시아 지역
● MENAP : MENA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 MENAPOI : MENA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가 중 비산유국
[출처 :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8. 11]

2. 주요 키즈 콘텐츠 소비 동향 : 애니메이션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 안전, 품질, 시장 신뢰가 기준
- 2015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1,1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개국 소비자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
한 고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안전 수준,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타 브랜드와 비
주, 말레이시아, 영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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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했을 때 품질이 어떠한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인지를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록 위 조사가 공산품 소비에 관한 3개국 부모들의 소비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는 곧 콘텐츠 소비와도 연결됨. MENA 지역에서 콘텐츠의 내용을 미리 확인한 뒤 자녀
에게 보여주는 경우는 드문 반면 신뢰받는 유명 콘텐츠 채널 / 프로덕션의 아동용 콘
텐츠를 자녀에게 시청하게 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음
- 이에 MENA 지역에서는 시간대를 나눠 아동·청소년과 성인용 콘텐츠를 구분하는 것
이 아닌, 전용 채널을 개국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아동·청소년들을 타깃으
로 선별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채널들의 송출 형태로는 다수의 무료송출 채
널(Free-to-air), 위성(Satellite Channels), 유료방송 채널(Pay TV Channel), IPTV 채널6)
등이 있음
- 예를 들어 중동지역 미디어 재벌로 불리는 beIN Network(카타르)는 Baraem, JeemTV
(구. Al Jazeera Children 채널)등의 아동·청소년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CBeebies 프로그램 전용 채널(영국 BBC), JimJam 채널(미국 AMC Networks) 등을
수입, 운영하고 있어 자녀가 시청할 채널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상기 Bareem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콘텐츠를 방영하는 주요 아랍권 채널로는 대표적
인 아랍권 방송그룹인 MBC(Middle East Broadcasting Center)사의 MBC 3채널,
Spacetoon, Majid TV 등이 있음
- 아랍권 아동·청소년 콘텐츠 전문 채널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대표적인 채널
인 Spacetoon(2000년), JeemTV(2005년), Baraem(2009년) 등 2000년대 초·중반을 중심
으로 주요 미디어 그룹들에 의해 설립되었음. 키즈콘텐츠 수요의 성장과 MENA 지역의
소득 향상에 따라 이후 후발 미디어 그룹들이 산하 채널을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현
재도 유료 방송(Pay TV)를 중심으로 꾸준히 생겨나고 있는 추세임
- 글로벌 기업의 현지진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Nickeldeon Arabia(2008년),
Cartoon Network Arabic(2010년), Nat Geo Kids Abu Dhabi(2017) 등이 현지에서 자사 콘
텐츠의 아랍어 더빙 버전을 방영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표2] MENA 지역 아동·청소년 타겟 TV 채널 현황
구분

일반

6)

방영범위

범 아랍권

채널명

송출국가

참고사항

Ajyal

사우디

Baraem(BeIN)

카타르

아국 작품 <뽀롱뽀롱 뽀로로>,

beJunior(BeIN)

카타르

<유후와 친구들> 등 방영
-

아랍에미리트의 통신사 Etisalat의 IPTV 상품 ‘E-life’에서 자체 편성한 채널 ‘e-Junior’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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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MENA 지역 아동·청소년 타겟 TV 채널 현황[계속]
구분

방영범위

범 아랍권

채널명

송출국가

참고사항

Basmah

UAE/위성

국내 작품 <출동! 슈퍼윙스
(Super Wings)> 방영 (2013).
Al-Majd Network 산하

JeemTV(BeIN)

카타르

-

Libya Al Marah

리비아

-

Majid Kids TV

UAE

Abu Dhabi Media 그룹 산하(공
영)

Dubai Zaman

UAE

Dubai Media Incorporated 산하
(공영) 채널로 어린이, 영화, 드
라마 등을 다룸

MBC 3

UAE

중동 미디어재벌 MBC그룹 채널

Nour Kids

레바논

OSN Kid Zone

UAE

SAT-7 Kids

레바논

-

Semsem Kids TV

이집트

-

일반
2017년 개국

국내 작품 <출동! 슈퍼윙스
(Super Wings)> 상영 중(2017현제), 레인보우 루비

Spacetoon

UAE

Toyor Al Janah TV

요르단

-

Toyor Al Iraq

이라크

-

아랍에미리트 통신사 Etisalat
IPTV 채널
BabyTV, Boomerang, Cartoon Network, CBeebies, Disney Channel, Disney

UAE한정

제휴

e-Junior

UAE

Junior, Disney XD, Gulli Bil Arabi, JimJam, Nickelodeon HD, Nick Jr. Nicktoons,
Nat Geo Kids Abu Dhabi
[출처 : 자체 자료조사]

아동·청소년을 위한 이슬람 콘텐츠, 하나의 주류 카테고리로 자리 잡아
-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이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주
요한 매체로 인식되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콘텐츠가 키즈 채널에서의 주류 카테고리
로 자리 잡았음
- 이슬람 콘텐츠(무슬림으로서의 의무를 소개하는 콘텐츠, 쿠란의 내용을 실생활의 사례
를 들어 설명하는 콘텐츠)들은 주요 인기 애니메이션 방영시간 사이 사이에 배치되어
부모들에게 해당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하게 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극화된 이슬
람 관련 영상물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7), 시중에 상영되고 있는 영상
7)

Nur Nazihah Rahim; Nik Zulkarnaen Khidzir; Anuar Mohd Yusof; Aznan Zuhid Saidin, “An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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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이슬람 교리를 성공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편, 이슬람을 처음 접하는 아
동·청소년들이나 비무슬림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할 의사소통 수단은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남
- 이슬람 콘텐츠는 고품질 학습콘텐츠를 개발하는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점점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음. beIN 미디어 그룹(Al
Jazeera Media Network)의 키즈 채널인 Jeem TV의 방영 영상물 리스트를 살펴보면,
전체 작품 중 12.3%(202작품 중 25작품)가 이슬람 콘텐츠로 나타남
[그림6] Jeem TV 방영 영상물 리스트 카테고리별 작품 수

[출처 : Jeem TV 공식 웹사이트, 2019년 5월 20일 기준]

한계점 : 이슬람과 키즈 콘텐츠 산업의 부조화
- 한편, 특정 대상을 형상화(形象化)하는 것과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키
즈콘텐츠 캐릭터들이 원리주의적 교리와의 충돌을 빚고 있어 시장의 한계점으로 파악됨
- 예를 들어, 세계적인 대 히트작 포켓몬스터는 유대교의 시오니즘을 상징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오해를 받은 바 있으며8), 150종(원작)의 포켓몬 캐릭터들이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다신론적 관념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이러한 이슬람 논리에 따라 비교적
원리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에서 방영이 금지된 바 있음
Evaluation on Islamic Animated Infographic Prototype as an Alternative in Da’wah Dissemination,”,
MALTESAS Journal in Islamic Stud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2018. 6.
8)

“Arabs See Jewish Conspiracy in Pokemon”, Los Angeles Times, 2001. 4. 24 보도, URL :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01-apr-24-mn-54861-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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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Pocketmon Go) 역시 도박을 금하는 이슬람
교리와 상충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파트와(Fatwa)9) 개정이 이루어져 논란을 빚었음10)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중동 진출사
- 국산 애니메이션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동지역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음.
당시 <녹색전차 해모수>, <레스톨 특수구조대> 등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작품들
이 중동에 수출되며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00년대 초·중반<뽀롱뽀롱 뽀
로로> 도 인기리에 방영이 됐음
[표3] MENA 지역에 수출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목록 (일부)
제 목

제작/배급사

알록달록 크레용

시너지미디어

붐치키붐

시너지미디어

라바

판매처/권리
Al-Khalifa Art Production &
Distribution(시리아 배급사) 방영권

시너지미디어/
투바앤

국가
중동

JCC 방영권

중동

IRIB 방영권

이란

IRIB 방영권

이란

MBC/Endavo Media 방영권

중동

오스카의 오아시스

시너지미디어

빼꼼

시너지미디어

HBO 방영권

중동

선물공룡 디보

오콘

알자지라 방영권

중동

TV 방영권

중동

오콘

Gulf Film 극장 판권

중동

썸엔터미디어

알자지라

중동

요르단 국영방송(JRTC) 방영권

요르단

하나로통신,EB
뽀롱뽀롱

뽀로로11)

S,아이코닉스,
오콘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네티비
삐까뽀 친구들 (2000)

9)

에펙스디지털,
KBS미디어

쿠란, 샤리아(Sharia) 등 이슬람의 다양한 법원(法源)을 바탕으로 이슬람 성직자들이 현실에서의 적

용을 위한 해석을 내놓은 것. 현대에는 각국의 최고종교위원회 등이 이러한 파트와의 신설, 개정 등을
논의함.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법 기반의 법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는 파트와가 법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음
10)

“Here’s One Country Where Pokémon Go Is Definitely Not Welcome”, 2016. 7. 20 보도, URL :

https://fortune.com/2016/07/20/pokemon-saudi-arabia/
11)

뽀롱뽀롱 뽀로로(2013)는 이란, 터키 등의 TV채널에서 정규 방영되었고, 타 MENA 국가(리비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및
터키에 판권 수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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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MENA 지역에 수출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목록 (일부, 계속)
제 목

제작/배급사

판매처/권리

국가

엘리시움

빅필름

극장 판권

모로코

장금이의 꿈

알자지라

중동

장금이의 꿈 1 (2006)

TV International / Sattlite TV 방영권

장금이의 꿈 2 (2008)

MBC,희원,손오

Middle East Media / All TV 방영권

공/픽스트랜드
Samanyolu Yayin Holding A.S.

장금이의 꿈 1&2 (2010)

/ Free TV 방영권

아랍
16개국

터키
터키

장금이의 꿈 1&2 (2013)
MBC,희원,손오

IRIB/TV 방영권

이란

Media Marketing and Production Est./

아랍

TV 방영권

18개국

Al Sayyar Art Production/ TV 방영권

시리아

공/픽스트랜드
씨앤씨엔터테인

사커보이토토 (2008)

16개국

터키

장금이의 꿈 1&2 (2008)

장금이의 꿈 1&2 (2017)

아랍

먼트, 마이다스,
픽스트랜드
한컴,

롤링스타즈

리퀴드브레인/
픽스트랜드

Clever Mr.Social
Studies (2010)
Go! Little Sage (2010)

블루앤트리 /

Tannour Frangieh / TV 방영권

픽스트랜드

21개국

Little Scientist (2010)
Go!Go!Wonder (2010)

시공미디어 /

Tannour Frangieh / TV 방영권 및

픽스트랜드

비디오권

유후와 친구들 (Yoohoo

시공미디어 /

& Friends) (2011)

픽스트랜드

알루와 친구들 (2011)
카인과 아벨
로보카 폴리
슈퍼윙스
삐까뽀 친구들 (2000)
캐니멀

아랍

대교방송 /
픽스트랜드
플랜비픽쳐스/
픽스트랜드

IRIB / TV 방영권

이란

Musicbox Int’l LLC. / 비디오권

아랍

Middle East Media/ Free TV 방영권

로이비주얼

KBS미디어

19개국

알자지라/TV 방영권

아랍

MBC 3, 스페이스툰/ 방영권

아랍

요르단 국영방송(JRTC) 방영권

요르단

퍼니플럭스
엔터테인먼트
에펙스디지털,

아랍

부즈부즈/RBR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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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MENA 지역에 수출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목록 (일부, 계속)
제 목

제작/배급사

판매처/권리

국가

은비와 까비 (1991)

KBS

요르단 Media

요르단
중동,

스피드왕 번개

캐릭터플랜,SBS

판매권(판매대행)

아프리
카

최강!탑플레이트 (2013)

희원, 투니버스

확인필요

아랍

MBC

TV방영권

중동

로이비주얼

알자지라/TV 방영권

아랍

팽킹라이팅
머털
난민촌
귀여운쪼꼬미
장독대
독고탁의 비둘기합창
콩딱쿵 이야기주머니
로보카 폴리

[출처 : 애니메이션 중동 진출전략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9 및 추가 자료조사]

- 2014년 <겨울 왕국> 의 대흥행 이래 <인사이드 아웃>, <미니언즈> 등 애니메이션 영화
가 극장가를 휩쓸며 MENA 지역의 애니메이션 수요 상당부분이 극장가로 이동하였으
며, 디지털화에 따라 유튜브 등을 통해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접하는 경우도 흔함. 특히
중동에서 <뽀롱뽀롱 뽀로로>, <로보카 폴리>, <꼬마버스 타요>를 비롯해 글로벌 대표
키즈 콘텐츠로 자리매김 한 <핑크퐁>의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 중동 어린이들에게 인
기를 끌기 시작한 바, 동영상 플랫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현지 주요 인기 애니메이션 : 일본, 미국의 압도적 강세
- MENA 지역에서는 한국 작품 외 일본, 미국(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소니픽쳐스 등)에
서 제작된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자체 제작에 나서
고 있음
-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는 꾸준한데, 도라에몽(아랍어 제목 Abqoor), 드래곤볼, 포켓몬
스터와 같은 명작 애니메이션들은 현재도 IPTV, 위성채널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음
[표4] MENA 지역에서 인기를 모은 애니메이션 목록
제작국가

제 목

현지 방영채널/방영일

참고사항

Bilal (2015)

애니메이션 영화

후면참고

Dubai TV/2006-현재

일본 Tokyo MX 채널과

Cartoon Networks

수출계약(2018. 12)12)

UAE
Freej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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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MENA 지역에서 인기를 모은 애니메이션 목록 (계속)
제작국가

제 목

현지 방영채널/방영일

도라에몽 (2005)

스페이스툰/2005-2016

드래곤볼(2002)

스페이스툰/2002년(원

드래곤볼Z(2004,

작), 2004년 및

2010-2011)

2010년(Z)
MBC, 스페이스툰, TRT,

포켓몬스터

New TV 등 / 2000년,

일본

2005년
알프스 소녀

확인필요

하이디 (1974)

Space Power
원피스

Channel(2014년 폐국)
/ 2008년-2010년

참고사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8개국에서 방영됨. 더빙
스페이스툰 외에도 다수
IPTV, 위성채널에서 방영함
아랍 전지역에서
방영되었으며, 현재도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음
일본의 고전명작으로, 아랍
중년층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음
현지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었던 Space
Power사가 개국과 동시에
수입, 방영

[출처 : 자체 자료조사]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 활성화 움직임
- MENA 각국에서는 국제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
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애니메이션 / 영화 제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
였으며13) 아랍에미리트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악한 제작환경, 숙련된 인력의 부족 등의 한계로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음
- 이런 배경 속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 <Bilal : A New Breed of
Hero(2015)>는 주목할 만한 작품임. 비록 흥행에는 실패하였으나(투자액 3,000만 달러,
월드 박스오피스 약 220만 달러) 세계에 선보일 만한 제작수준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12)

일본 공식 홈페이지 : https://freej.jp/

13)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이니셔티브가 제시한 7대 정책목표중 하나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문화부 산하에 영화위원회가 설치되어 2020
홍해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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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Bilal (2015) 개요

작품 개요

포스터

l 제 목 : Bilal : A New Breed of Hero ()ﺑﻼﻝ14)
l 개봉연도 : 2015년 12월 9일 (두바이국제영화제)
2016년 9월 8일 (MENA 지역 정식 개봉)
2018년 5월 2일 (대한민국)
l 평가 : IMDb 8.6/10, 메타크리틱 스코어 52/100

한국

l 언어 : 영어, 아랍어
l 감독 : Ayman Jamal
l 월드 박스오피스 실적 : 약 220만 달러
l 제작사 : Barajoun Entertainment (UAE 두바이)
l 국내수입사 : ㈜스토리제이
l 국내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해외 PG-13)
l 러닝타임 : 105분
l 수상실적 : 2016년 칸영화제 “Best Inspiring Movie”,
2016년 프로캐스트 프로 미들이스트 “Best Innovative
Movie”, 2016 아시아태평양 스크린어워드(APSA)

ME

“Best Animated Feature Film” 노미네이트 등

NA

l 특징 : 2015년 두바이 국제영화제를 맞아 3천만 달러
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대규모 제작팀이 투입된 종교
적 성격의 애니메이션
1400년 전, 정복 전쟁 시기에 ‘빌랄’은 자신의 동생 ‘구파이라’와 함께 노예로 끌려
가게 된다. 길고 긴 노예 생활로 희망을 잃어가던 어느 날, 선지자 '알시디크'를 만

줄거리

나 "위대한 사람은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품게 되고, 거래가
성황을 이룬 도시 메카의 악덕 노예상 ‘우마야’에게 맞선 반군의 수장 '함자'를 통해
위대한 전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시작한다. 그렇게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한 목
숨을 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빌랄’은 자유와 평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스틸컷

[출처 : IMDb, Daum 영화 영화정보 등]

14)

아잔(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무앗진(Muazin), 모딘(Modin)으로 불리기도 함.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마호메트)의 일대기를 묘사하였으나 무함마드를 직접적
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는 이슬람 교리상 다른 이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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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시리즈로는 아랍에미리트 제작사 Lamtara Pictures 제작해 2006년 첫 방영한 3D
애니메이션 시리즈 <Freej>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2013년까지 총 5개의 시즌, 70화를
방영했음
- 현대의 두바이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에미라티(아랍에미리트 현지인) 여성들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흔치 않은 에미라티 제작자(모하메드 사이드 하리브(Mohammed
Saeed Harib), 제작 및 감독)가 제작을 해 큰 관심을 끌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만화·애니메이션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데, 청소년 재능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MISK 산하
의 Manga Production과 日 토에이가 사우디아라비아 민속 신화에 기반을 한 애니메이
션 <The Journey>를 공동제작키로 함
[그림7] Freej(좌)/The Journey(우) 작품 이미지

[출처 : Gulf News/DigitalStudioME.com]

애니메이션 포맷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역사관 확립과 민족 자긍심 고양에 활용돼
-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들이 즐겨 시청하는 키즈 콘텐츠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이해가 쉬워 교육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포맷임
- MENA 지역에서도 애니메이션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지난 2016년 11월 출시된 카타르 재단의 교육용 3D 애니메이션 <시라즈(Siraj)>는
2~8세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랍어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
키기 위해 제작되었음. 특히 특정 아랍 문자들로 각 에피소드를 제작해 아이들이 자연
스럽게 아랍어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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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카타르 재단의 애니메이션 <시라즈> 대표 사진 및 내용 영상 캡쳐

[출처 : [글로벌 콘텐츠 산업정보] 카타르 재단, 교육용 3D 애니메이션 시리즈 출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11]

- 또한 <시라즈> 스토리,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라즈>
교육용 앱 게임을 출시하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
들이 아랍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아랍에미리트의 여성 애니메이션 감독이 지난 2017년에 선보인 애니메이션 <Emara:
Emirates Hero>는 아랍 여성 슈퍼히어로를 등장시켜 화제를 모으기도 했음. 본 애니메
이션에 등장하는 히어로 주인공은 아랍에미리트식의 부르카(이슬람 전통 의복)을 착용
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길거리에서 만나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됨. 이는 아랍 여성의 자긍심 고취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짐
[그림9] 아랍에미리트 작품 <Emara : Emirates Hero> 대표 사진 및 내용 영상 캡쳐

[출처 : 자체 자료수집]

3. 주요 키즈 콘텐츠 소비 동향 :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MENA 지역 주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현황
- 출산율이 높고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MENA 지역 인구 구조상, 테마파크와
같은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Family Entertainment Center)는 주요 키즈 콘텐츠 공
급처이자 수요처로 인기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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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유명 캐릭터
IP(워너브라더스 월드, 레고랜드, 앵그리버드 월드)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대형 테마파
크와 중소형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활발하게 영업 중이거나 개관을 앞두고 있음
- 지역의 무더운 기후 탓으로 상당수의 경우 실내 테마파크 형태로 건설되었으며, 실외
시설의 경우 여름철 수요가 급감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대
형 실외 어트랙션(롤러코스터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VR, 4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내 어트랙션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두바이 몰’에 위치한 VR Park Dubai (구. SEGA Republic,
Emaar Entertainment 운영)은 이와 같은 추세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임. VR
Park Dubai는 7,000평방미터 규모로 30여개의 몰입형 게임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MENA 지역 최대의 실내 VR 테마파크로, 전 연령대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
텐츠들을 선보이고 있음
- 2016년 두바이 City Walk에서 개장한 18,000 평방미터 규모의 VR 및 인도어 스포츠 시
설 Hub Zero와 2019년 6월 아부다비에 개장한 Sparky’s VR Zone도 대표적인 기술
기반의 실내 엔터테인먼트 센터
[그림10] VR Park Dubai(좌) 및 Sparky’s VR Zone(우)

[출처 : TimeOutDubai 2018.3.1/ArabianBusiness 2019.6.4]

테마파크 수요 전망 : 쏟아지는 공급량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테마파크 업체, 현지 대기업의
진출 등 각종 테마파크가 급속히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ENA 지역의 수요 대비
공급량은 여전히 적은 편으로, 특히 그간 테마파크의 자유로운 영업이 제약되어 왔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구 대비 시설이 부족한 이집트는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됨
- PwC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약 3천만 명이 가족형 테마파크를 찾은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2020년에는 약 1억 2,6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집트의 소득
향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 개방 등이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주요 키워드로 손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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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2015년 기준 가족형 테마파크 방문객 국적 및 2020년 잠재 수요 예측치 전망

[출처 : The Family Attraction Opportunity in the Middle East, PwC, 2017. 4]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0년의 테마파크 수요는 계획되어 있는 신규 테마파크 지점
수보다 최소 330개 이상의 지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중 이집트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전체 초과수요량의 86%를 차지함
[그림12] 테마파크 공급-수요간 간극 (신규 지점 개장 계획 대비 수요량) - 2020년 전망치

[출처 : The Family Attraction Opportunity in the Middle East, PwC, 2017. 4]

아랍에미리트 : MENA 지역 키즈 콘텐츠의 중심지역
-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MENA 지역 내에서 국제사회와 가장 활
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비교적 적은 국가로, 글
로벌 콘텐츠 제작/배급사들의 중동 진출 중심지임
- PwC가 조사한 아랍에미리트 내 주요 입점형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방문객 동향
을 살펴보면, 키자니아 두바이점(직업체험 테마시설15))에만 연간 약 50만명이 방문하는
15)

전 세계 19개국, 24개 도시에 위치해 있고 연간 7,5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2018년 2월 기준) 직

- 20 -

중동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7호)

것으로 나타남. 비슷한 시기에 오픈한 키자니아 서울점과 유사한 규모로(서울 7,000㎡,
두바이 7,430㎡)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객 수에서는 서울점(연간 약 70만명)을 하회하고
있으나 소재 지역의 인구 차이(두바이 313만명, 서울·경기권 2,551만명)를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방문객 수임
[그림13] 아랍에미리트 내 주요 입점형(프랜차이즈형) 가족 테마파크 연간 방문객 통계 (2016)

[출처 : The Family Attraction Opportunity in the Middle East, PwC, 2017. 3]

- 키자니아 외에도 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한 프랜차이즈형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들은
MENA 지역 곳곳에 진출, 아랍에미리트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음. 아랍에미리트의 유
통재벌 Majid Al Futtaim이 운영하는 Magic Planet은 이미 MENA 지역 내 3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MENA
지역 외로는 케냐에도 운영되고 있음) Fun City 역시 아랍에미리트 외 걸프 4개국(오
만,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영되고 있음
- 레바논의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KidzMondo가 지난 2016년 현지 Aldar Properties와 파트
너십을 체결, 아랍에미리트 내 최대 규모의 에듀테인먼트 시설 건설 계획을 밝히고 구
체적인 장소(아부다비 국제무역센터)까지 공개한 바 있으나 키자니아의 아부다비 지점
개설 발표 이후 무산된 것으로 보임
- 키자니아, KidzMondo 외에도 각국의 체험교육 강조 기조에 맞춰16) 아랍에미리트, 카타
업체험 전문 테마파크로, 우리나라에서도 MBC플레이비가 서울점(2010년 개장)과 부산점(2016년 개
장)을 운영하고 있음. MENA 지역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2010년 개장)를 비롯해 쿠웨이트(2013년
개장), 이집트(2013년 개장), 사우디아라비아(2015년 개장), 카타르 등에 진출해 있음. 키자니아의
MENA 지역 진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 후술하였음
16)

두바이의 교육기조에 관한 자료인 “DUBAI INCLUSIVE EDUCATION POLICY FRAMEWORK” (아

랍에미리트 두바이 지식·인력개발청 발간)를 참고해 볼 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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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셉의 체험시설이 들어서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는 OilOil(두바이, 어린이박물관), Little Explorers(두바이, 건설현장 체험)
등 각종 중소규모의 체험시설이 운영 중에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 테마파크 업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마켓
-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원유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
사회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비전 2030’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히
관광수지 적자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 대해 다방면의 육성
계획을 담고 있어 유관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음 (상세 내용은 중동콘텐츠산업동향
19-5호 참고)
-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에는 (1)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파크 개발, (2) 그간 허용되지 않
았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역 (영화관, 콘서트 개최 등)에 대한 개혁, 개방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ublic Investment Fund, 이하 “PIF”)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테마파크 건설을 위해 Six Flags Entertainment Co.(미국) 등 글로벌
테마파크 업체들과 직접 접촉에 나서고 있음
- PIF는 Saudi Entertainment Ventures Company (SEVEN)를 설립, 관광산업 3대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레저 지구 개발에 직접 나서고 있음. 특히 지난 2018년, 월드 디즈니 파크
& 리조트의 사장을 맡았던 빌 어니스트(Bill Ernest)를 영입, 경영을 맡겨 화제를 모았음
[표6] 사우디 내 주요 테마파크 목록 (운영 중인 시설)
소재지역

명칭

참고사항
2002년 개장한 테마파크로, 5헥타르 규모,

Al Hokair Land

중부

Alkhaimah Theme Park

7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테마파크. 수영,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테마파크

(리야드)

유아들을 위한 게임을 마련하여 차별화를

Saffori Land

꾀한 곳
리야드, 알코바 등에 위치한 체인형 실내

Fun Oasis (리야드점)

테마파크로, 유·소아를 위한 탈것을 중심으로
Fun Oasis (알코바점)

운영하고 있음

동부
(담맘,알코바)

1987년 설립된 실내 가족 엔터테인먼트

Toy Town
(담맘/알코바 등)

센터로, 담맘, 알코바, 알핫사, 리야드, 아브하,
메카 등에 위치하고 있음

URL : https://www.khda.gov.ae/cms/webparts/texteditor/documents/Education_Policy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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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사우디 내 주요 테마파크 목록 (운영 중인 시설, 계속)
소재지역

명칭

참고사항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의 여름 휴가지인

Green Mountain Park

타이프를 대표하는 테마파크로, 고산지대

(타이프)

체험 코스와 더불어 워터파크 등을 갖추고

서부
(젯다,타이프,

Al Rudaf Park (타이프)

지잔,메디나

Al-Shallal Theme Park

등)

(젯다)
Kidzania (젯다)
Atallah Happy Land
Park (젯다)

있음
호숫가에 위치한 공원으로, 별도의 입장료
없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게임, 탈것 위주로 구성된 소규모 테마파크
사우디아라비아 유일 직업체험 테마파크
100개 이상의 탈것, 어트랙션, 6D 극장,
스케이트장, 볼링센터 등이 위치한 종합
테마파크

[출처 : 자체 자료조사]

-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에서 밝힌 테마파크 수요 예측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향후 2030년까지 대형 테마파크 5곳(제다/리야드 각 2곳, 담맘 1곳), 중형 테마파크 3곳
(메디나, 타북, 부라이다), 소형 테마파크 7곳(하일, 나즈란, 압하, 아라르, 사카카, 자잔,
알-바하)의 소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14]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발표 테마파크 수요 예측 (총 15개소)

[출처 : Theme Parks Development, Invest Saudi 공식 홈페이지 https://investsaudi.sa/en]

- 이 중 중부 리야드 외곽에 조성되는 Six Flags Theme Park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전형적인 테마파크 이외에도 시민공원과 결합된 초대형 공공형 테마파크
설립이 계획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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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사우디 내 주요 테마파크 목록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시설)
소재지역

명칭 (예정일)

참고사항
미국 Six Flags International

Six Flags Theme Park (2022)

Development사와 PIF가 합작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스포츠단지, 예술단지, 자연공원

중부
(리야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 공공

King Salman Park (2024)

테마파크. 영국 런던의 Hyde
Park의 5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출처 : 자체 자료조사]

- Six Flags 테마파크 건설 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이니셔티브 관련 3대 프로
젝트의 하나인 “끼디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테마파크
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비전 2030에서 추진하는 3대 프로젝트 중 홍해 프로젝트(Red Sea Project) 및 네옴
(NEOM) 프로젝트 역시 복합형 미래도시, 관광도시 컨셉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
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참여할 테마파크 사업자는 아직 발표된 바 없음. 두
프로젝트 모두 2019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위 3대 프로젝트 외에도 테마파크 시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표8]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20대 프로젝트 중 3대 프로젝트 外
테마파크 포함 전망(관광중심) 프로젝트
소재지역

명칭 (목표 완공년도)

서북부/홍해연안

Amaala Project (2028)

서부/알 울라

주요 목표 / 참고사항
고품격 럭셔리 관광지 조성, 홍해 프로젝트

Sharaan resort at

& 네옴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진행됨
사우디아라비아 Al-Ula 산악지대의 경관을

Al-Ula (2023)

중심으로 복합 리조트 조성

[출처 : Roundup of 20 projects announced for Saudi Arabia, Architect, 2019. 7. 1717)]

키자니아, 에듀테인먼트 센터의 선도자로 MENA 진출
- 앞서 언급했듯, 키자니아는 MENA 지역 6개소에 위치하고 있는(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 이집트 카이로, 카타르 도하,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 글로벌 직업체험 시설로, MENA 지역의 테마파크 중에서도 교육적 목적
이 높은 에듀테인먼트형 테마파크로 각광받고 있음

17)

URL

:

https://www.middleeastarchitect.com/42271-roundup-of-20-projects-announced-

for-saudi-ar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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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MENA 지역 FEC(가족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규모, 교육적 목적의 수준별 분류

[출처 : The Family Attraction Opportunity in the Middle East, PwC, 2017. 3]

- 키자니아의 성공 비결은‘교육적 목적(진로탐색)’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부모들이 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기대 이상의
즐거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임. 주로 소규모 실내 매장에서 단시간 짜릿
한 경험을 선사하는 MENA의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과는(Fun Town 등) 확실히 대조
되는 컨셉임
- 아랍에미리트에서 키자니아를 운영하는 Emaar Entertainment(아랍에미리트의 부동산
개발사 Emmar의 자회사)는 지난 2019년 6월 2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점(Yas Mall
소재)을 오픈하며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성공적인 운영과 확장을 자축한 바 있음18)
- 이외에도 키자니아는 MENA 지역 6개소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곳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점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동
부지역(담맘) 확장도 언급된 바 있음
테마파크 운영의 어려움, 연이은 적자 사례 발생
-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의 <Iceland Water Park>는 걸프 지역에서
유일하게 폐장한 시설로 기록되었는데, 이 시설은 지난 2010년 Polo Amusement Park
(인도)사와 라스알카이마 투자청(RAK Investment Authority)의 합작으로 운영되어 온
곳으로, 총면적 50헥타르, 37개의 슬라이드를 갖춘 아랍에미리트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18)

“KidZania Just Opened In Abu Dhabi's Yas Mall”, Bazzar Arabia, 2019. 6. 26. URL :

https://www.harpersbazaararabia.com/junior/play/kidzania-just-opened-yas-mall-abu-dhabi

- 25 -

중동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7호)

였음
- 라스알카이마 정부 측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 시설의 폐장은 라스알카이마 정부
가 추진하는‘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여행 목적지 개발’의 일환이며 더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춘 뒤 재개장하겠고 밝혔음. 그러나 해당 워터파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설 수준이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
었음을 감안할 때, 영업상 손실 누적으로 폐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규모와 구색은 갖추었으나19), 콘셉트가 모호하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 시설물이 지속적인 어트랙션 업그레이드로 고객들에게 늘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20) 본 시설은 새로운 콘텐츠의 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실패 요인으로 분석됨
- 한편 레고랜드, 모션게이트, 볼리우드 파크 등으로 구성된 통합형 테마파크 두바이 파
크앤 리조트(Dubai Parks and Resorts)는 2016년 개장해 큰 관심을 끌었으나 2019년 상
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 감소해 1억 4천 2백만 디르함(한화 약 460억원)을 기록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수의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와 테마파크가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다수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거나 건립 중에 있는
등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존재

3. 주요 키즈 콘텐츠 소비 동향 : 장난감/완구(게임 포함)
걸프 주요국 VAT 도입으로 성장세 주춤, 첨단 기술 도입 경쟁 격화
- 세계적인 시장조사·리서치 기업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이
발표한 아랍에미리트 장난감·게임 시장 조사 보고서(2019. 6)에 따르면, 장난감·완구
산업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역내 VAT 도입(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1월 1일 부로 도입하였으며, 바레인 2019년 1월 1일부 도입. 상기 국가 외 오만, 쿠웨이
트, 카타르 등은 도입이 유보되어 있음21))의 여파로 성장속도가 다소 정체되고 있음
19)

접근성 면에서도 본 테마파크는 비교적 우수한 편으로, 아랍에미리트 샤르자(Sharjah) 토후국에서는

차량으로 약 30분, 두바이에서는 약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임
20)

Aquaventure Water Park(UAE 두바이 팜 주메이라 소재)가 상어 수족관을 통과하는 슬라이드를 통

해 독보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의 더 나은 경험을 위해 2019년~2020년에 걸친
대규모 확장 공사(신규 슬라이드 추가 등)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과 대조됨
21)

오만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침체를 이유로 2021년까지 VAT 도입을 연기한다는 문서가 밝혀져

소동을 빚은 바 있으며, 오만 재무부 장관이 나서 VAT 도입을 더 이상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
혔음. 이는 걸프 2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은 낮은 유가가 지속되며 발생한 경제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VAT를 도입, MENA 지역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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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아랍에미리트 장난감/게임 시장 규모 (매출액, 추정치)

[출처 : Toys and game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9. 6.]

-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난감·게임 시장 규모는 33억 9,070만 디르함이며,
2013-2018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4.4%를 기록.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기성 장난감과 게
임류 관련 매출은 2017-2018년에는 –2.6%를 기록하여 역성장했음
- 2018년-2023년 역시 기성 장난감·게임류의 매출은 현상 수준을 유지하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디오 게임류의 매출은 CAGR 4.2% 수준(2018년./2023년 합계 22.9%)
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별도의 부양조치가 있지 않는 한, VAT의 적용에 따라 전
반적인 산업 성장률은 다소 침체될 것으로 보임
- 한편 2018년 유통액 기준 아랍에미리트 장난감·게임 시장의 주요 지배기업으로는 바
비인형으로 유명한 Mattel Inc.(미국)이 약 10.4%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게임장비 플레
이스테이션(Playstation) 등을 제조·유통하는 Sony Corp(일본)가 9.8%가 그 뒤를 이었
음. 이외에도 Hasbro(미국), 세계 최대의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 액티비전 블리자드(미
국), FIFA, 배틀필드 등으로 유명한 EA(Electronic Arts Inc, 미국), LEGO Group(덴마크),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운영하고 있는 Riot Games 등이 상위 점유율을 기록
- 국내 기업으로는 그래프톤(블루홀, PUBG)만이 배틀그라운드의 인기에 힘입어 2018년 기
준 0.7%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음(전체 조사대상 40개사 중 36위)
- 유형별 주요 이슈와 경쟁환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기성 장난감·완구류에서
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과의 조합을 통한 시장 확대 노력
이 눈에 띔. 또한, 두바이 엑스포 2020는 장난감·완구류 시장 정체를 타개할 역내 최
대 행사로 여겨짐
- 한편 LEGO사의 레고랜드 두바이 및 레고랜드 호텔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은
기성 장난감·완구류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케팅 유형으로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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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아랍에미리트 장난감/게임 시장 유형별 CAGR (매출액, 단위 %p, 추정치)

2017/18
기성 장난감ㆍ완구류/게임
비디오 게임
합계

2013 - 2018
2013-18 2013/18
CAGR
4.4
9.6
7.2

-2.6
4.6
1.4

합계
24.3
57.9
41.8

2018 - 2023
2018/23 2018/23
2018/19
CAGR
합계
-2.8
-0.6
-3.0
2.7
4.2
22.9
0.4
2.3
12,0

[출처 : Toys and game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9. 6.]
[표10] 아랍에미리트 기성 장난감 ·완구류 게임 분야 주요 이슈 및 경쟁환경
구 분

주요 내용
∎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성장 정체
- 퍼즐, 보드게임, 피규어 등 기성 장난감·완구류의 점유율은 레고
(LEGO)사의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으나,
원격조종 완구류(드론,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비행기 등) 등은 여
전히 성장하고 있음
∎ 두바이 엑스포 2020, 기성 장난감·완구류 정체 타개의 기회

주요이슈

- 인접 MENA 국가들에서 자녀들을 대동하여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새롭고 다채로운 장난감·완구류가 소개되며 시장에 새로
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봉제 장난감,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유형
- 최신 기술이 탑재된 장난감· 완구류 시장이 확산되며 소비자들의
관심 상품 역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봉제 장난감은
가장 빠르게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유형으로, 별도의 혁신적인
유형이 등장하지 않는 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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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아랍에미리트 기성 장난감 ·완구류 게임 분야 주요 이슈 및 경쟁환경[계속]
구 분

주요 내용
∎ Mattel 사, 지속적으로 기성 장난감·완구류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
- 다소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Mattel 사는 기
성 장난감·완구류 분야의 선두 자리를 이어가고 있음. 바비인형은
지난 수 십년간 반드시 가져야 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
며, 특유의 고품질·가격 대비 성능은 수많은 MENA 지역 충성고객

경쟁환경

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 레고(LEGO),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지 형성
- LEGO사는 Legoland Dubai, Legoland Waterpark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부모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데
성공하였음. 2018년에는 역내 최초의 Legoland Hotel이 두바이에
개장하기도 하였음

[출처 : Toys and game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9. 6.]

4. 시사점
키즈 콘텐츠, 우리 기업들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
- 애니메이션,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 아동·청소년을 주요 소비계층으로 하는 콘
텐츠들은 상대적으로 문화할인율22)이 낮아 콘셉트, 스토리, 기술력 면에서 국내 기업들
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임
- 특히 MENA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체 제작 콘텐츠의 경쟁력이 낮은 지역이고, 동일 언
어권(지역별 방언 사용)인 탓에 유행이 빠르게 퍼지는 특성을 갖추고 있음. 즉, 수출
콘텐츠의 첫 진출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향후 이를 확장해내기는 비교적 용이한 편임
- 아랍에미리트가 우수한 사업환경과 빠른 첨단기술 수용성을 바탕으로 콘텐츠 기업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비전 2030’에 따른 정책 변화가 가져오
고 있는 막대한 투자가 콘텐츠 기업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가 엔터테인먼트 시설, 콘텐츠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참여하고자 하는 각
국 기업들의 경쟁 역시 치열하며, 이들과의 경쟁 속에서 선전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콘
텐츠, 우리 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들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할것임

22)

문화권 간 대중문화의 교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문화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상품이 다른 나라에 수용되기 쉽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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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공략하라
- 그간 MENA 지역의 시청자들의 콘텐츠 소비는 Pay TV(유료방송), Satellite TV(위성방
송),

FTA

방송(무료

방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빠른

속도로

OTT(Over-the-top)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음. 특히 유튜브(Youtube)는 지속
적인 무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MENA 지역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영상 시청이 용이한 태블릿 기기의 보급률도 높은 편임
- 2016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OTT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 태블릿
(4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스마트폰(42%)를 상회하는 수치였음
[그림21] MENA 지역 영상콘텐츠 소비자들의 활용 기기 비율 (2016)

[출처 : Videonomics, Dubai World Trade Centre, 2018]

- 한편, TV 방영 애니메이션이 적지않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극장판 애니메이션
역사상 대흥행 기록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사우디아라비아 영화관 허용 및 1호
점 개관(2018년 4월), 토이스토리4(2019년 6월) 흥행, 대흥행작의 후속작(겨울왕국 2) 개
봉 예정 등 MENA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MENA 지역에서 흥행하였던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스토리라인, 자극적이기보다는 의미 있는 영화, 가족의 따뜻함을 상기시켜주는
영화 등이 많음.23) 아랍권 문화,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한국적인
시각과 중동 특유의 감성이 복합된 경쟁력 있는 작품이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 첨단 콘텐츠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승부하라
- MENA 지역의 기후 특성 상 실외보다는 실내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많고, 운동 부족인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 몰입형, 체험형 콘텐츠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24) VR, AR
등 가상현실 기반 기술들이 장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어느정도 시장이 성숙된 아랍에미리트 및 여타 MENA 국가보다는‘관광 금지
국’에서 ‘관광대국’으로의 변모를 꿈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양한 수요가 있을
23)

중동콘텐츠산업동향 18-9호 [MENA 지역 방송 콘텐츠 트렌드], 중동콘텐츠산업동향 19-5호 [국

가별 콘텐츠 동향-사우디아라비아] 등 참고
24)

중동콘텐츠산업동향 18-12호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행사와 MENA 피트니스 콘텐츠 동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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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임
- 단순히 신기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닌, 현지인들의 취향이 녹아 있는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남성들은 자동차 경주 / 급선회(드리프트)를 이상하다 싶을 만큼 즐겨
함) 콘텐츠를 국내 기업들의 최신 기술로 구현한다면 특별한 콘텐츠가 절실한 사우디
아라비아 측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음
- 국내 테마파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라면 테마파크 자체의 운영사로서도 참여
를 검토할만 한데, 대형 테마파크(퀴디야 프로젝트 내 Six Flags 테마파크 등) 외에도
중·소도시, 중·소형 테마파크의 투자사·운영사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음. 그러나
걸프 지역 특유의 현지화 요구(현지인 의무채용, 강제 기술제휴 등), 법적 불안정성(이
슬람법의 적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한 위험 관리 체계 하에 진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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