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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이슈

⇒ 사우디아라비아는 MENA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으로, 지난 유가 위기 이후‘비전 2030’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비석유 산업, 특히 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
업을 육성하고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이
에 각국 콘텐츠 유관 기업들이 앞다투어 몰려들고 있으며,
사우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콘텐츠시장,
⇒ 그러나 소비자들의 높은 소득수준,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같은 사우디아라 영화산업,
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성, 유가에 좌우되는 경제적 불안정 방송산업,
성, 시아파 국가들과의 종교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위기 요 테마파크
인들이 상존하는 시장으로 국가의 정책적 방향, 유관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사업 진행 현황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동향을 짚어본 뒤, 콘텐츠 유관 산업
(영화 / 방송 / 관광)을 중심으로 각 산업의 동태를 파악하
여 관련 아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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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 기준으로도 약 3,355만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어(2018년 기준, 역내
외국인 근로자 약 1천만 명 포함) GCC 6개국 중 59.7%(2014년 기준)을 차지하는 대국
이며, MENA 전체로 보아도 이집트(1억명), 이란(8,100만명), 터키(7,900만명), 이라크
(3,705만명)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1] 사우디아라비아 요약정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가별 콘텐츠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국 명

(Kingdom of Saudi Arabia,

국 기

)ﺍﻟﻤﻤﻠﻜﺔ ﺍﻟﻌﺮﺑﻴﺔ ﺍﻟﺴﻌﻮﺩﻳﺔ

작성취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MENA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으로, 지난 유가 위기

수 도

리야드 (Riyadh)

인구수

GDP

7,401,230억 달러 (세계 19위)

이후‘비전 2030’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비석유 산업, 특히 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
업을 육성하고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이에 각국 콘텐츠 유관 기업들이

1인당
GDP

앞다투어 몰려들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들의 높은 소득수준,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말 카슈끄지 암

통 화

살 사건’과 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성, 유가에 좌우되는 경제적 불안정성,

사우디아라비아 리얄(Riyal)
1달러 = 3.75리얄 고정환율제

약 3,355만명 (2018)
외국인 비중 약 38%
22,411달러 (세계 36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가원수

알사우드 (2015년~)
2,149,690㎢

시아파 국가들과의 종교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상존하는 시장으로 국가의
언 어

정책적 방향, 유관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사업 진행 현황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함

아랍어(Arabic)

면 적

(세계 14위, 한반도의
9.73배)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동향을
짚어본 뒤, 콘텐츠 유관 산업(영화 / 방송 / 관광)을 중심으로 각 산업의 동태를 파악하여

종 교

관련 아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산업

작성순서
주요도시

1. 사우디아라비아 개황 및 2018-2019년 상반기 국가동향
2. 산업별 동향 : 영화 및 유관산업
3. 산업별 동향 : 방송 및 유관산업

대중교통

항공, 철도, 버스, 택시

이슬람 시아파 10-15%

수단

등

원유생산, 석유정제 및 산업용 가스, 석유화학제품,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 등 석유기반
가공품 생산
리야드(수도), 제다(서부 중심도시), 메카(성지), 메디나(성지), 담맘(동부
중심도시),

주베일(동부 산업도시), 아브하(서남부 아시르주 주도) 등

인접국

예멘(1,307km), 이라크(811km), 요르단(731km), 오만(658km),

(국경선길이)

아랍에미리트(457km), 쿠웨이트(221km), 카타르(87km)

4. 산업별 동향 : 관광 및 유관산업
5. 시사점

이슬람 수니파 85-90%,

주요지수

중위연령

인구성장률

29.9세

연 1.63%

청년실업률(15-24세)

사업용이성순위1)

남성 : 17.4%

92위

여성 : 46.3%

(전체 190개국 중)

[출처 : The World Factbook, Central Intelligence Agence of USA, 2019. 4]

1. 사우디아라비아 개황 및 2018 - 2019년 상반기 국가동향
-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GCC 6개국2)의 경제적 지주로 자
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성지 메카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국을 자

사우디아라비아 개황 : MENA 최대 부국이나 원유수출 외 산업 자생력 떨어져

처하고 있음. 한편, 이란을 필두로 한 시아파 국가들과는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MENA 지역 국가 중 최대 부국(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 686,738.4백

- 또한 GCC 6개국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가장 적은 국가(약 38%)로3), 2015년 이후

만 달러)으로, 그 규모가 아랍에미리트(382,575.1백만달러)의 1.8배, 이집트(235,369.1백만
달러)의 2.9배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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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se of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The World Bank, 2019.

2)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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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 요건을 강화하고 자국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각종 사업상의 혜택

고와 적극적인 국채 발행,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바탕으로 2019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을 주는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4)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생산 제품 수출액 대부분을 원유 및 원유 유관 산업이 차지하고

- 한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원유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사회를 구조

있으며 이 비중이 타 주요 산유국보다도 매우 높아 산업구조의 심각한 편향을 보이고

적으로 개혁하는‘비전 2030’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이목을 끌고 있음. 특히 관광수

있음

지 적자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 대해 다방면의 육성 계획
을 담고 있어 유관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음

[그림1] GCC 6개국 수출액 중 원유 수출 비율

[표2] 사우디 비전 2030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상 징

1. 아람코 기업공개를 통한 비석유부문 경제구조 성장을 위한 기반자금 확보
2. 중소기업, 민간부문의 GDP 기여율 확대로 경제구조 다각화
[출처 : Country Risk Assessment  Saudi Arabia, 2014. 3)

- 중소기업 GDP 기여율 35% 이상으로 확대
- 민간부문 GDP 기여율 65% 이상으로 확대

- 이런 구조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경기는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받아 왔으며,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던 유가가 30달러 이하까지 폭락한 2014년 유가 위기에서는 2009년 세

7대

계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등‘사우디 부도설’이 제기되기도

정책목표

했음

3. 국제무역과 교통의 허브로 성장
4. 이슬람의 중심지로서 2030년 관광객 3,000만명 확보 기반 마련
5. 국가경영의 개선, 개혁 및 경제개방 추진
- 실업률 7% 이하로 감소
- 사우디 국방지출 자국 기업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

[그림2] 북해유(브렌트유) 기준 세계 유가 동향 (2009년~)

6.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7. 사우디 국부펀드(PIF)를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육성
[출처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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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각종 지원 기구 (사우디아라비아 영화위원회 등)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한편, 그간 단체 방문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관광비자 발급이 개인별 전자비자
형태로 전격 허용되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역시 점차 용이해지고 있음(후면 관광부문
동향 참고)
[출처 : Brent Crude Oil Prices - 10 Year Daily Chart, 2019. 5)
4)

- 그러나 유가 위기 이후 국가 부도 상황에 이른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막대한 외화보유

2014년 이후 2018년까지도 세입(稅入)보다 세출(稅出)이 많은 적자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며, 향후 수 년 간

은 적자 예산 편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점차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고, 사우디아람코 기업공개
(IPO) 등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는 데다 유가가 50달러 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

3)

GCC 6개국 외국인노동자 비중 : 카타르(89%), 아랍에미리트(88%), 쿠웨이트(69%), 바레인(52%), 오만

(45%), 사우디아라비아(38%) 순.

어, 향후 전망은 비교적 안정적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평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이래
A1(Stable)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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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 문화부·미디어부 설립 및 엔터테인먼트국(GEA) 설치 등 제반 인프라 확보 총력

- 2019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엔터테인먼트청(GEA)는 2019년을‘엔터테인먼트의 해’로

- 지난 2018년 6월, 국왕칙령 제 A/217호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Ministry of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2019년 추진사항을 발표하였음. 특히 비공식 공연의 허용

Culture)가 기존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에서 분리, 설립되었으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의 사설 공연), 자동차 드리프트장 개설 등이 주목됨

며 초대 장관으로 Badr bin Abdullah bin Farhan 왕자가 임명되었음. 바데르 왕자는 무

[표4] GEA 발표 2019년 엔터테인먼트 분야 주요 추진사항6)
연번

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문화부문 육성에 힘을 실어준 것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1

- 또한 문화정보부 산하 기능이었던 미디어 분야를 분리하여 미디어부(Ministry of Media)
2

를 신설하였으며, 주로 외산 미디어에 대한 검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 관리감독, 킹파

내용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참고사항
음악 공연, 스탠드업 코미디

허용

공연, 마술쇼 등
세계 최고 명성의 밀랍 인형

마담 투소 박물관 개관 (리야드, 젯다)

박물관, MENA 지역에서는
사우디가 최초

드 문화센터 운영, 기타 문화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지 유명 가수(Ahlam, Mohamad

- 위와 같은 정부부처 개편에 앞서, 2017년 6월 설치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인 엔터테인

3

Jay-Z, DJ Khaled 등 유명 가수 공연 개최 예정

Abdo 등)과 함께 세계적 명성의

먼트국(GEA)은 실질적인 실무기관으로서 사우디를‘세계 10대 엔터테인먼트 관광지’

가수 초청계획 발표

로 육성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5,000회 이상의 공연을 주관하였음 (관

Chris Tucker, Chris Rock, Seth

련내용“4.

산업별

동향

:

관광

및

유관산업”참조).

특히

라이선스

4

포탈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 초청 공연
예정

Rogan 등 해외 코미디언 다수
초청

(https://licensing.gea.gov.sa/)을 운영하고 있어, 사우디 내 공연 개최 허가 신청 등을 보

자동차 급선회(Drift)를 즐기는

다 용이하게 하였음

5

합법적인 자동차 드리프트장 설치 예정

[표3] 주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정부 / 공공기관 목록 (2019. 5 기준)
등급
중앙부처
(장관급)
중앙부처
(장관급)
왕실칙령
직속기구
5)

(실무기구)
문화부
산하국

부서명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

미디어부
(Ministry of Media)

웹사이트

https://moc.gov.sa/

https://www.media.gov.sa/

엔터테인먼트국
(General Authority
for Entertainment)

https://www.gea.gov.sa/

문화국
(General Culture
Authority)

https://www.gca.gov.sa/

관광국가유산위원회
장관급
협의체

(Saudi Commission
for Tourism and
National Heritage)

문화부
산하위원회

영화위원회

왕세자
직속 재단

(Saudi Film Council)

청소년교육·미디어·
문화·기술진흥재단

https://www.scth.gov.sa/

https://www.film.sa/

https://misk.org.sa/

(MISK Foundation)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주요기능

6

국가문화정책 수립,
과학기술, 문예, 문화일반,
이슬람문화, 아랍전통 관련
정책 수립
사우디아라비아 내 미디어,
통신 관련 정책 수립
엔터테인먼트 공간 개발,
라이선싱, 소식지 발행, 산업표준
제정, 기타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확충
문예, 영화, 극장, 상연예술,
음악, 기타 비주얼 아트
관리감독

수 천회의 콘서트, 극, 라이브 마술 쇼 등이 사우

등 양적, 질적 다변화 추구

이슬람 엔터테인먼트 분야 육성

엔터테인먼트 행사 다수 개최 예정.
특히 라마단 기간 중 다수 개최

8

9

10

스포츠 경기 및 각종 경쟁대회 운영
‘사우디아라비아를 빛낸 예술인’제정, 홀로그램 콘
서트 개최

데이비드 베컴, 지네딘 지단 등 유명
축구선수 초청 스포츠 행사 개최
사우디 문화진흥에 기여한 가수,
작곡가, 시인 등을 선정, 이들의
홀로그램 콘서트 개최 예정
사우디아라비아 예능인들이 성장할

사우디 예능인 발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수 있도록 로컬 공연, 전시 및 관련
교육 강화

[출처 : Saudi Arabia's entertainment plan for 2019 is pretty grand, here's a breakdown
, StepFeed, 2019. 1. 24]
5)

2019년 5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일하게 왕실 칙령만을 근거로 설치된 직속기구로써, 이사회에는 사

우디아라비아 상공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 장관, 동부주 주지사 등 고위 관료들 뿐 만
아니라, Abdul Latif Jameel사 대표이사, West Bakeries Company 대표이사, 前 제다상공회의소 부소장(여성)
등 기업인들을 포함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Thinkwell사 대표이사인 Joe Zenas, Cirque de Soleil사 CEO
Jonathan Tetrault 등 외국인을 포함시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6)

URL : https://stepfeed.com/saudi-arabia-s-entertainment-plan-for-2019-is-pretty-grand-here-s-a-

breakdown-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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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ming 쇼, Ballot 대회, 소싸움

디 전역에서 개최 예정

쿠란 암송 대회 등 종교적
7

역사/문화유산 발굴, 박물관
운영 및 관리, 관광업 진흥
관련 관리감독
2020 홍해 국제영화제 준비,
영상물 수출입 관련
규제/감독
사우디 청소년·청년층의 4대
분야 지식, 기술교육 및
기업육성

사우디 청년층의 합법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드리프트장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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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의 취약점 드러내

지 암살에 관한 풍자 쇼를 방영했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항의로 해당 회를 삭제하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기도 하였음10)

‘비전 2030 이니셔티브’는 지난 2018년 10월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7) 암살
사건으로 위기상황을 겪었는데, 미국 등 주요 투자국/기업들에게 투자를 철회하라는 시

대한민국 – 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적 노력 진행 중

민사회의 요구가 거세게 일었기 때문임

- 한편, 사우디 비전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자 우리 정부와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측은 사우디 정보기관 등 일부 집단의‘비승인 일탈 행위’로 규

민간부문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 나서며 왕가 배후설을 공식 부인하였으나, 국제사회의

- 특히 지난 2017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이 방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임

장관과 장관급‘한-사우디아라비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상설기구로‘한-사

- 시민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

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 4월‘제2차 한-사우디 비전

는 기업들은 본 사건이 추진해온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관련 발언을

2030 협력 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제하는 분위기임. 이는 (1) 사업의 성패가 정부기관의 라이센스 발급에 달려있는 점, (2)

[표6]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주요 협력/교류/방문 내역 (2018-2019.4)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시 기

(3) 부진한 사업실적의 타개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를 추진해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2017. 10

작용하였을 것으로 분석됨
2018. 3

[표5]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관련 주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투자기업 반응
기업명
AMC
Theaters
(미국)

운영

Entertainment

등 각지에 테마파크

Corp. (미국)

건설

2018. 8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사우디 방문하여 왕립 원자력·재생에너지원 원장 면담

라의 시민들을 위해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을 뿐”

2018. 10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초청, 국왕 / 왕세자 접견

사건 이후 각종 언론보도 – 자말 카슈끄지 관련
2019. 3

질문에 대한 공식적으로 답변히고 있지 않으며,
2022년 리야드 테마파크 오픈 계획에는 변함이

2019. 4

없음을 확인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UAE 방문 계기로 사우디 행정청 장관, 에너지부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등 면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WHO 환자안전 회의 계기 사우디 보건부 장관 면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우디 최초 엔터테인먼트 분야 B2B 행사‘2019
사우디 엔터테인먼트&어뮤즈먼트(SEA)’한국공동관 운영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방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출처 : 언론보도(각주 참고)]

2019. 4

- 특히 MENA 지역의 주요 OTT9)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넷플릭스(Netflix)에서는 [Patriot

면담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 개최

Act with Hasan Minhaj] 라는 자체 제작(오리지널)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에서 카슈끄
7)

경제기획부 장관 등 면담

인터뷰(AMC 대표이사, 2019. 4)8) -“당사는 그 나

2019. 1
l 사우디 리야드(2022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에너지부 장관, 상무부 장관,

사우디 에너지장관 방한, 문재인 대통령 및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

사건 관련 반응

이라며 투자 축소 설, 철수 설 등을 공식 부인

Six Flags

사우디 에너지장관 방한, 제1차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 개최

2018. 5

사우디 내 주요 사업
l 멀티플렉스 영화관

내 용

2019. 4

박원주 특허청장,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사우디 지식재산청장과 ‘비전 2030’달성을 위
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 참여 약정 체결
[출처 : 각 관계부처 보도자료]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출신의 언론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자지 <아랍 뉴스> 부편집장,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알 아랍> 방송국장 겸 주필, <알 와탄> 편집국장 등을 역임함. 그는 2017년 9월 사우디를 출국,
미국으로 건너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왕세자를 비판하는 기고 글을 집필해 왔음.

- 2019년 4월 개최된‘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에서는 (1) 제조/에너지,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을 방문한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졌는

(2) 디지털/스마트인프라, (3) 역량강화, (4) 보건/생명과학, (5) 중소기업/투자 분야의 40

데, 터키 정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파견한 요원 15명이 카슈끄지를 심문, 고문, 살해하고 시체를 토

개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이행 계획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하

막내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국제적인 논란이 불거짐.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자말 카슈끄지가 터

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음

키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8)

https://variety.com/2019/film/news/adam-aron-amc-netflix-saudi-arabia-box-office-1203191137/

10)

9)

Over the top,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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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Netflix를 접속하는 경우에만 시청할 수 없으며, 타 국가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계속 시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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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서울에 비전 2030 협력 이행을 전담할‘비전 오피스(VRO,

-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은 순전히 영화 관람을 위해 주변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

Vision Realization Office’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은 정부 간의 협력 노력은 더

웨이트 등)을 방문해 왔는데, 주말 간 국경에 인파가 몰려 물류 운송에 장애를 빚는 등

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직접적, 간접적인 국가적 손실을 입어 왔음
- 영화관 개관 허용은 단순히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뿐만 아니

[그림3] 제2차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협력 위원회 현장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라, 그간 자국에서 제작하여도 자국에서 상영할 수 없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영
화 제작, 편집, 유통산업 전반에 큰 생기를 불어넣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도 2020년 첫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영화제 개최, 영화 학교 설립, 국립영상원 설립 등을 추진
하고 있음
[표7] 2018년 -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영화산업 주요 일지
일 자

내 용

2018. 3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청, 사우디아라비아 영화 협의회(Saudi Film Council) 설립

2018. 4
[출처 :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 연합뉴스 사진자료, 2019. 4]

(첫 상업영화 상영작 : Black Panther)

2018. 5

UAE VOX Cinema, 사우디아라비아 1호점(리야드) 개관

2018. 5

사우디아라비아, 제71회 칸영화제에 영화제 역사상 최초로 참여

2018. 8

Lux Cinema, 사우디아라비아의 4번째 영화사업자로 선정

2. 산업별 동향 : 영화 및 유관산업
2018. 9

영화산업 개관 : 비전 2030 이니셔티브의 최대 수혜 산업

35년만의 사우디아라비아 첫 영화관(AMC Theaters), 리야드에 개관

2018. 11

- 비전 2030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유관산업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35년 만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사우디 영화산업에 100억 사우디 리얄(약 3조
원) 투자 계획 발표
첫 GCC산 영화(아랍에미리트 작품 Shabab Sheyab, 사우디아라비아 극장가
데뷔
사우디 문화부 장관, 사우디 첫 국제영화제 및 영화학교, 국립영상원 설립계획
발표

영화관 설립 허용을 꼽을 수 있음. 지난 2018년 4월, 미국 AMC Theaters가 사우디아라
비아 리야드에 1호점을 개점한 이후 아랍에미리트 VOX Cinema, 레바논 Empire

2019. 3

Entertainment 등이 속속 진출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영화제 개최 계획
- 개최 예정지 : 사우디 제다
- 행사명 : Red Se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그림4] 35년 만에 사우디에 첫 개관한 AMC Theater 리야드점 방문객들의 기념사진 촬영
2019. 3

- 예상일정 : 2020년
사우디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제 5회 Saudi Film Festival’개최

2019. 3

영화관 허용 이후 첫 사우디아라비아 작품(Roll‘em) 상영 (Vox Cinema)

2019. 4

음성/영상미디어위원회(GCAM), 향후 5년 내 사우디 내 2,500 스크린 확보 목
표 선언, 2030년까지 300개 이상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개관 목표 발표
국부펀드 산하 사우디 엔터테인먼트 벤처(Saudi Entertainment Ventures –

2019. 5

SEVEN), 사우디 동부 지역을 레저 허브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 발표. 동부주
(Eastern Province) 내 6개 멀티플렉스 영화관, 테마파크(알 아지지야 시) 등 추진
예정11)
[출처 : 각 언론보도 수집, 자체 자료정리]

11)

[출처 : Saudis flock to 'Black Panther' as first public cinema premieres, Reuters,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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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ed: plans to transform Saudi's Eastern Province into leisure hub, Arabian Business, 2019. 5.

1.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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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영업 중인 민간 상업영화관 목록은 다음과

- 한편, 첫 개봉작으로 <Black Panther>가 선정된 이래 대부분의 스크린을 미국 작품이

같음. 현재 수 개의 영화관이 오픈 준비 중이며, 2020년까지 45개의 상업영화관이 개관

점령하고 있고 일부 이집트와 인도 영화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영화

할 것으로 전망됨12)

콘텐츠 진출 실적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2019년 5월 17일 기준 VOX Cinema (47
개관)의 주요 상영작 역시 대부분 미국 영화가 차지하고 있음

[표8] 2019년 5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민간 상업영화관 목록
사명

극장명

AMC

AMC Cinema (KAFD

Theater(미국)

Conference Centre)

VOX Cinema (UAE)
총 5개소, 47개관

Empire Cinema
(사우디-레바논)

개관일

소재도시

2018. 4. 18

리야드

[표9] 2019년 5월 17일 기준 VOX Cinema 사우디아라비아 상영작
작품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장르

Once upon a Deadpool (2018)

미국

판타지, SF
액션, 어드벤처, SF

Riyadh Park

2018. 4. 30

리야드

Avangers : End Game (2019)

미국

The Roof

2019. 3. 14

리야드

The Curse of La Llorona (2019)

미국

공포, 스릴러

Missing Link (2019)

미국

애니메이션, 모험, 코미디

Red Sea Mall

2019. 1. 28

제다

The Inturder (2019)

미국

드라마, 미스터리

Al Qasr Mall

2019. 3. 6

리야드

The Aftermath (2019)

미국,영국,독일

드라마, 로맨스

Kingdom Centre

2019. 4. 15

리야드

We Die Young (2019)

미국

드라마

Shazam (2019)

미국

판타지, SF

El Badla (2018)

이집트

드라마, 액션

Nadi Elregal Elsary (2019)

이집트

코미디

사우디 서남부 지잔 내

2019년 하반기(예정)

지잔

사우디 동부 아브하 내

2020년 상반기(예정)

아브하

사우디 동부 알코바 내
Lux Cinema13)

2020년 상반기(예정)

[출처 : VOX Cinema 공식 웹사이트, 2019. 5. 17 기준]

알코바

- 현재 2019년 5월 이후 개봉이 확정되어 있는 작품 역시 알라딘(Aladdin), 토이스토리

미정

4(Toy Story 4), 겨울왕국 2(Frozen II) 등 미국 작품이 대부분이며 특히 애니메이션 장

[출처 : Upcoming Releases for Saudi Arabia, IMDb, 2019. 5. 13]

르의 빠른 진출 확정을 주목할 만함. 이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많은 사우디

- Al-Rashed Empire Cinema 컨소시엄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세 번째로 영화관 개관

아라비아 인구구성상의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모기업인 레바논 Empire 그룹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표10] 2019년 5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개봉확정작

레바논(10개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집트, 이라크 등에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음. 사우디
개봉예정월

아라비아 진출을 위해 사우디 Al-Rashed United Group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

2019. 5

Aladdin (2019)

미국

있음

2019. 5
2019. 6

Godzilla: King of the Monsters (2019)
John Wick: Chapter 3 - Parabellum (2019)

미국
미국

2019. 6

Pokémon Detective Pikachu (2019)

미국,일본

2019. 6
2019. 7
2019. 7
2019. 10

Toy Story 4 (2019)
Spider-Man: Far from Home (2019)
The Lion King (2019)
Joker (2019)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019. 11

Frozen II (2019)

미국

2019. 12

Star Wars: The Rise of Skywalker (2019)

미국

획을 밝혔으며, 2019년 하반기 남서부 공업도시 지잔(Jizan) 1호점을 시작으로, 동부 아
브하(Abha), 알코바(Al-Khobar) 등지에 차례로 개관할 예정임
- 특히, 사우디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으로 ‘4DX 극장 개관’을 선택, 이를 위해 국내
기업 CJ 4DPLEX사와 공급계약을 맺어 2023년까지 10개의 4DX관을 개관하기로 하였
음14)
eastern-province-into-leisure-hub

Al-Hokair Group

장르
뮤지컬, 로맨스, 판타지,
모험
모험, 액션, SF
스릴러, 미스터리
애니메이션, 판타지,
미스터리
애니메이션, 모험, 코미디
판타지, SF
애니메이션, 드라마, 모험
범죄
애니메이션, 드라마,
판타지
판타지, SF

[출처 : Upcoming Releases for Saudi Arabia, IMDb, 2019. 5. 13]

“GCAM working to open 45 cinemas by 2020: Alzahrani”, Saudi Gazette, 2019. 3,

URL : http://saudigazette.com.sa/article/561401 (2019년 5월 14일 최종 접속)
13)

제작국가

였으며, 2022년까지 사우디 내 30개소 이상에서 영화관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 Empire Cinema는 전략적인 위치선정을 통해 중·소도시에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

12)

작품명 (제작년도)

14)

“4D screens expanding to new markets in 2019”, IHS Markit, 2019. 5.

URL : https://technology.ihs.com/613838/4d-screens-expanding-to-new-markets-in-2019 (2019년 5월 14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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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넷플릭스 첫 아랍어 오리지널 드라마‘Jinn’개요

3. 산업별 동향 : 방송 및 유관산업

개 요

상 징

l 제 목 : Jinn (Evil, 악마)

사우디아라비아의 터키 드라마 방영 중단에도 터키의‘Soft Power’는 굳건
- 지난 2018년 3월, MENA 지역 최대 미디어 그룹인 MBC(Middle East Broadcasting

l 장르 : 스릴러, 드라마, SF
l 방영예정일 : 2019년 6월 13일
l 감독 : Mir-Jean Bou Chaaya(레바논인)

Centre, 사우디아라비아인 Walid Al Ibrahim 설립) 그룹을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l 촬영지 : 요르단 암만

모든 방송사에서 터키 드라마의 방영을 중단하였음15). 이는 이란과 우호적인 카타르와

l 프로덕션 : Kabreet Productions

이를 견제하는 걸프 지역 수니파 국가들 간 갈등의 연장선임16)

l 방영채널 : 넷플릭스(Netflix)

- 2019년 5월 현재, 터키 드라마의 공백은 이집트 드라마, 미국 드라마 등이 주로 대체하고
있으며, MBC의 주요 작품을 제작하는 MBC Studio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Peter Smith

l 공식 웹사이트 :
https://www.netflix.com/th-en/title/80220816
l 줄거리 : 페트라로 가는 수학여행, 선과 악마가 인간의

(前 NBC Universal International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 제작 오리지널 아랍어 시리즈 제

영역으로 들어오며 평범한 고등학교가 초자연적인 전장으로

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나17) 아직 가시적인 성과라 평가할 만 한 작품은 없음

바뀐다
[출처 : 넷플릭스‘Jinn’공식 웹사이트, 2019. 5.]

- 정작 터키 드라마는 걸프지역 내 인기 채널인 Dubai TV(아랍에미리트), beIN(카타르),
OSN(아랍에미리트) 등에서 계속 방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사우디아라비아, SBC 개국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대화 촉진

(Netflix)와의 제휴, 유럽 국가 진출 확대를 통해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양새임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라마단을 계기로 신생 국영 방송 채널(Saudi

넷플릭스의 터키어 오리지널 콘텐츠 공개, 아랍어 오리지널 콘텐츠 요르단 제작 등은

Broadcasting Corp. 이하 SBC)을 개국, 사우디아라비아 방송국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콘텐츠 제작 환경의 미성숙 반증

젊은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드라마, 토크쇼 등)를 송출
한다는 목표를 밝혔음. 이는 직전 폐국된 비인기 문화 전문 채널‘R’을 대체하기 위

-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12월, 첫 터키 제작 오리지널 시리즈인 수호자(The Protector)

함으로 알려져 있으며18), MBC와 경쟁할 수 있는 채널을 육성하고, 콘텐츠 제작 환경의

를 공개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에 성공하였음

고도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넷플릭스의 첫 아랍어 오리지널 시리즈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Jinn(Devil)>은 다가오는
2019년 6월 13일 공개 예정인데, 본 작품 뿐 만 아니라 두 번째 아랍어 오리지널 시리

[표12] SBC 채널 개요

즈로 제작되고 있는 <AlRawabi school for girls>모두 요르단에서 제작되고 있는 것 역

개 요

시 흥미로운 지점임.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l 채널명(영어) : Saudi Broadcasting Corp. (SBC)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TV 시리즈를 제작하기 위한 제반 환경이 성숙

l 슬로건 : ( ﻣﺴﺘﻘﺒﻠﻨﺎ ﻭﺻﻞ우리의 미래가

상 징

도착했다)

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음

l 개국일 : 2018년 5월 16일 (라마단 시작일)
15)

[중동콘산 18-8호] MENA 지역 내 터키 드라마 성장 및 정치적 갈등 참고

l 송출경로 : 위성 (걸프 전 지역 시청권)

16)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카타르에 대한 단교 조

l 모기업 : Saudi Broadcasting Authority (정부)

치를 지속하고 있는 바, 카타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터키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l 콘텐츠 구성 전략 : 약 75% 이상의 콘텐츠를

활용된 것으로 보임. 카타르 단교사태는 범 아랍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수니파 국가(사우디아라비아 등)와

15-35세의 청년 타겟으로 구성

시아파 국가(이란 등)간 갈등의 연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 연합은 카타르에게 이란과의 단교,

[출처 : 각 언론보도 수집, 자체 자료정리]

아랍 왕정국가 비판 방송을 지속해 온 카타르 국영 알-자지라 방송의 폐쇄, 터키와의 군사협력 중단 등을 요구
해 왔음 (중동콘산 18-8호 발췌)

18)

17)

2018. 4. 20.,

“Peter Smith to Head MBC Studios, Aims to Kick-Start Saudi Productions”, Variety, 2018. 9. 18.,

“Saudi Arabia to launch SBC channel specializing in entertainment drama,” Egypt Independent,

URL: https://variety.com/2018/tv/news/peter-smith-to-head-mbc-studios-aims-to-kickstart-

URL : https://egyptindependent.com/saudi-arabia-launch-sbc-channel-specializing-entertainment-

saudi-productions-1202946552/

drama/

- 15 -

- 16 -

중동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5호)

중동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5호)

- 2018년 2분기에는 SBC 채널의 개국을 알리는 대규모 마케팅이 사우디 전역 뿐 만 아니

4. 산업별 동향 : 관광 및 유관산업

라 아랍에미리트 등 인근 걸프 국가에서 진행되었으며, 라마단 기간 개국을 맞아 아랍
권 최고의 스타인 Adel Imam이 출연하는 개국기념 드라마, 사우디를 대표하는 명배
Abduallah Al-Sadhan이 출연하는 드라마 등을 방영하며 단번에 입지를 굳혔음

관광산업 개관 : 사우디의 미래 성장동력, 3대 주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 중
-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목적의 방문을‘이슬람의 순수성 보호’명목 하에 이슬람

변화의 속도 조절? 국영 방송국 국장, 라이브 콘서트 송출 후 경질 및 SBC 토크쇼 방영 중단

성지순례객 및 일부 단체관광객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왔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어 산업이 전반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12월

- 이슬람교인들의 성지 순례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성월인 이슬람력 12월에 순례하는

31일, 사우디아라비아 Al –Ula 시에서 개최된‘Majida Al Roumi’의 콘서트가 국영 방

것을 하즈(Hajj)라 하며 그 이외의 기간에 순례하는 것을 우므라(Umrah)라고 함. 하즈

송사를 통해 생중계되던 중 종료를 수 분 앞두고 중단된 사건이 발생하였음.19) 직후

(Hajj)는 이슬람교인이 평생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매년 수 천만명의

해당 콘서트의 중계를 허가한 국영 방송국 국장이 전격적으로 경질되며 본 사건이 사

이슬람교도가 방문을 희망하고 있어 국가별 인원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음

우디아라비아 미디어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아니냐는 각계의 평가가

- 2018년 기준으로 하즈(Hajj) 방문객은 약 240만명이며, 우므라(Umrah) 방문객은 약 670

이어졌음

만명으로 추산됨. 총 여행자 수가 1,770만명(2018)21)임을 감안하면, 성지순례의 비중이

- 2019년 3월에는 SBC에서 방영하는 저녁 토크쇼 <With Dawood>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당한 반면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방문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음22)

민감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송출한 이후‘알 수 없는 사유’로 당국으로부터
방영 금지 처분을 받았음.20) 본 프로그램은 첫 회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그림5]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 수(단위 : 천명) 및 2023년 추정치

겪는 폭력과 탈출 문제 (최근 태국 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망명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녀
사건 및 남자 형제로부터 강간당한 뒤 영국으로 망명한 사우디 여성의 인터뷰 등)를
다루며 숱한 화제와 논란에 휩싸여 왔음
[표13] 2018년 -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TV 프로그램 검열 관련 주요 사건
시 기

내 용

2018. 3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TV 채널, 터키 드라마 방영 중단 결정

2018. 12

사우디 국영 TV 국장, Majida Al Roumi 콘서트 방영 후 전격 경질
넷플릭스, 사우디 당국의 항의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Hasan Minhaj

2019. 1

2019. 3

쇼> 중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에 관한 풍자가 담긴 에피소드 삭제 (사우디
내 한정)
SBC 이브닝 토크쇼 <With Dawood>, 알 수 없는 사유로 당국에 의해 방영
금지
[출처 : 각 언론보도 수집, 자체 자료정리]
[출처 : Saudi Arabia travel and tourism sector,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2019. 4]

19)

“Head of Saudi Arabia's national TV channel 'is fired for broadcasting live coverage of a music

concert'”, DailyMail, 2018. 12. 31.
URL :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6541745/Head-Saudi-national-TV-channel-firedbroadcasting-live-coverage-music-concert.html

21)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발표 자료(2019. 4)

20)

22)

총 여행자에서 하즈(Hajj)와 우므라(Umrah) 방문객을 제외한 인원은 대부분 (1)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Saudi Arabia suspends TV show that aired critical views”, Al Jazeera, 2019. 3. 5.,

URL : https://www.aljazeera.com/news/2019/03/saudi-arabia-suspends-tv-show-aired-critical-views

남아시아계(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근로자들의 가족/친지 방문과 (2) 비자 면제 GCC 4개국 국민의 사우

- 190305110722769.html

디 방문이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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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신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려는‘비전 2030’이니셔티브의 주요 대상으로 관광

- 정책적으로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돕기 위한 개선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특히 개인

산업이 지목되며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관광산업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방문객의 관광목적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던 폐쇄적 정책에서 벗어나23), 2019년 3월

3대 주요 프로젝트를 선정, 국왕이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국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관광비자 발급이 공식 승인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표15] 2018년 -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산업 주요 일지

[그림6] 사우디 비전 2030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주요 프로젝트
시 기
2018. 4

2018. 4
2018. 4
2018. 7
2018. 11
[출처 : 자체 자료조사]
2018. 12

[표14] 비전 2030 주요 3대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규모(예산)

NEOM(네옴)
약 5,000억 달러
(약 59조원)

목표일정

1단계 기반공사(2020년)

총 면적
지역

26,500㎢
북서부(Tabuk)

컨셉

미래산업 중심도시

육성산업 /
육성단지

1) 바이오
2) 식음료
3) 제조업(나노, IoT,
전기차, 3D프린팅,
센서, 로보틱스)
4) 미디어(영화, TV,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
5) 패션(AR/VR등 신기술
적용)
6) 관광(해양), 전통문화
7) 스포츠
8) 건축설계
9) 의료/건강
10) 교육 등

Red Sea(홍해)
약 5,860억 달러
(약 69.7조원)
1차(2022년),
2차(2030년)
34,000㎢
서부(Jeddah)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

Qiddiya(끼디야)
약 80억 달러
(약 9,517억원)
1차(2022년),
최종(2035년)
334㎢
중부(Riyadh 인근)

2018. 12
2018. 12
2019. 2

내 용
미국 Six Flags 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끼디야(Qiddiya) 프로젝트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 테마파크 건설 계약 체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와 “한-사우
디 사증발급 간소화 MOU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 끼디야(Qiddiya) 프로젝트 착공식
주재
20억 달러(약 2,379억 원) 규모 타이프 시(Taif) Souq Okaz 관광단지 착공 (박
물관, 레크레이션 구역, 호텔, 컨벤션 센터 등 건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Wadi Al Disah 단지24)의 ‘지속 가능한 관광단
지(Sustainable tourism)’ 개발 프로젝트 발표
“Sharek”이라고 명명된 관광목적의 비자 발급 시스템 도입, 역내에서 개최된
주요 행사인 경주대회(Formula E Prix) 관람객들을 위한 관광 비자 발급
아랍관광장관위원회(AMCT), 사우디아라비아 알-아흐사(Al-Ahsa) 시를 ‘2019년
아랍 관광 수도’로 지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Madain Saleh’가 위치한 알-울라(Al-Ula) 시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 발표
홍해 프로젝트(Red Sea Project) 건설 공사 시작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한민국 / 일본 / 호주 / 미국 / 남아공 / 브루나이 /

수도 외곽 휴양단지
2019. 3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중화민국(타이완) / 쉥겐 조약국 국민 대상 관광 전
자비자(e-Visa) 발급 확정. 추후 발급대상 국가 추가 예정이나 시행일은 미확
정

1) 섬 관광지 개발
(22개소)
2) 내륙개발 (6개소)
- 분화구(Harat
Lunayyir) 관광단지
개발
3) 호텔 건설 (48개 동)
- 총 8,000실 규모
4) 요트 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 개발
5) 신공항 건설

2019. 4
1) 테마파크 건설 (미국
Six Flags사에서 건설)
2) 동계 스포츠 단지
3) 수상 스포츠 단지
4) 사막 사파리
5) 구기종목 단지
6) 레이싱 단지
7) 문화/예술 공연단지

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산업, 전통문화 홍보 예
정
국부펀드 산하 사우디 엔터테인먼트 벤처(Saudi Entertainment Ventures –

2019. 5

SEVEN), 사우디 동부 지역을 레저 허브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 발표. 동부주
(Eastern Province) 내 6개 멀티플렉스 영화관, 테마파크(Al Aziziya; 알 아지지야
시) 등 추진 예정
[출처 : 각 언론보도 수집, 자체 자료정리]

바레인인, 쿠웨이트인, 아랍에미리트인, 오만인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왔으며, 개인 관광객은 성지순

례 비자(Hajj Visa)를 제외하고는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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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프로젝트, Amaala 프로젝트, 사우디관광위원회 등 참가
두바이 EXPO 2020 사우디아라비아관 형상, 규모 공개 : 주최국 아랍에미리트

2019. 4

23)

[출처 : 각 프로젝트별 공식 웹사이트, 2019. 5. 13 기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제26차 아라비안 투어 마켓’행사에 NEOM,

서북부 타북 시(Tabuk)로부터 약 68km 떨어져 있는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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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콘서트 : 2018년에만 5,000회 이상 개최,‘빠른 변화’를 위한 선택
- 보수적 이슬람 원리주의(와하비즘, wahhabism)를 사상적 근간으로 하는 사우디아라비

5. 시사점

아 종교계는 그간“음악은 악마에 문 여는 일”이며“콘서트, 연극 등 우리의 가치를
파괴하고 도덕을 망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2017년 1월, 최고 종교지도자

기회의 땅 사우디아라비아, 초기 진출의 득과 실 따져봐야
- 사우디아라비아는 GCC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으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충분함에도

Abdulaziz Al Sheikh 인터뷰 내용)
- 그러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롯한 권력계층은 석유 이후 시대의 대비책으로 사
우디아라비아의 소프트 파워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고, 대중문

그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 한 인프라, 콘텐츠 공급은 크게 부족한 시장으로, 아국
콘텐츠 기업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임은 분명함

화·관광 등이 바로 그‘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특히 실무기구인 GEA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정부기관, 공공재단 등이 설립되며 실질적

- 2017년 6월 미국 가수 토비 키스의 콘서트가 개최되며 포문을 열었고25), 2017년 12월

인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음. 지난 2018년 11월 국부펀드 산하 엔터테인먼트

에는 남녀 협연, 여성 관중 입장 허용 등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대

분야 전문 투자기관인 Saudi Entertainment Ventures (SEVEN) 이 디즈니 파크 앤 리조

규모 콘서트(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야니의 리야드, 제다 공개 콘서트)26)가 개최되며

트 등의 기획, 성장에 참여한 Bill Ernest 前 디즈니 사장 등을 CEO로 임명한 것 역시

사우디의 변화를 알렸음. GEA(엔터테인먼트국)에서 발표한 공연 일정표에 따르면, 2018
년에만 5,000회 이상의 공연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개최되었으며 2019년에도 Jay
Z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 초청 대규모 공연이 예정되어 있음
- 한편 지난 2019년 1월에는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 단독 콘서트27)가 사우디아라비
아 여성 인권 논란 속에 개최되었음. 관련 인권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18년 5월

실질적인 실행에 초점을 맞춘 인사였다고 평가됨
- 그러나 작년‘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과 넷플릭스 사우디아라비아 풍자 쇼 삭제,
SBC 토크쇼 프로그램 방영 중단에서 볼 수 있듯 ‘개혁/개방’과 ‘왕정 / 이슬람의
가치 수호’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정치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여성인권 운동가들을 체포한 사건, 사우디 소녀 학대 망명사건 등 여성인권에 관심을

- 물론 대부분의 주요 참여 기업들은 일련의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라이어 캐리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여

서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업이 정체되어있는 기업

성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인 척 하려는 사우디 정부측의 홍보수단일 뿐이라고 비난하였음

들의 위기를 타개할 만한 빅딜이기 때문이지 그 리스크의 수준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

[그림7] 머라이어 캐리 사우디아라비아 단독 콘서트 홍보 포스터 및 공연 현장 사진

이기 때문은 아님
- 특히 시청자, 청취자,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콘텐츠 B2C 사업영역은 기업의 이미지, 평
판이 중요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기회를 모색함과 더불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를 항상 대비하여야 함
K-콘텐츠,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취향을 저격하라
- K-콘텐츠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
는 수준 높은 SF, 판타지 콘텐츠의 개발 및 진출 노력이 필요하며, 자녀와 함께 관람할

[출처 : Mariah Carey - 2019 VOCAL RANGE At Saudi Arabia Concert! (C#3-F5-D7),
Youtube 영상, 2019. 1. 31]
25)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맞추어 기획된 행사로, 술, 이성에 대한 유혹 등이 담긴 노래를 원어 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야 할것임
- 특히 그간 TV 콘텐츠(드라마, 쇼 등)의 MENA 진출 시에는 시청자의 언어적 장벽 탓에
더빙 영상 위주의 진출이 이루어져 왔으나, 영화관에서는 원어 음성 + 아랍어 자막으

대로 공연하였음. 다만, 본 콘서트는 남성만 입장이 허용되었음

로 상영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

26)

을 저하시켜 왔던 한국어와 아랍어 발음의 이질적 결합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수도 리야드에서는 25년 만에, 제다에서는 7년 만에 개최된 대규모 공개 콘서트로 여성 관중의 입장을 허

용한 것은 물론, 가족 전용 남녀 혼석을 마련하였음. 또한 첼리스트 사라 오브라이언과 여가수 로렌 젤렌코비치
가 협연하여, 성 구분에 엄격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파격적인 공연 구성이었음
27)

리야드 킹압둘라경제도시(King Abdullah Economic City)에 마련된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녀 구

역 구분 없이 스탠딩으로 진행되었음

- 21 -

가 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이 폭증함에 따라, 국내 아케이드 게임 및
실감형 콘텐츠 기업도 시장진출을 노려볼 만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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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5호)

중동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5호)

- 지난 4월 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즈니스 행사 Saudi Entertainment
& Amusement에서는 국내 실감형 콘텐츠 기업이 참가해 현지 부동산 개발사, 공간사업자,
투자사, 에이전트, 몰 운영사 등 다양한 사업군의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지에서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임
- 현지의 음악 공연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K-Pop의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음.
정부를 비롯해 민간기업에서 국내 톱 아티스트들의 K-Pop 콘서트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
행되는 등 현지에서 국내 가수들의 무대를 볼 날도 머지 않은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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