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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디지털 콘텐츠 인프라
●

▶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 4위 브라질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

브라질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9년 6월 기준 약 1억 4,900만 명으로 중국,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인도, 미국에 이어 4위 규모이며, 라틴 아메리카 지역 최대 규모임. 주목되는 부

사용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
음향 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분은 인터넷 사용자의 사용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임. 브라질 인터넷 사용자의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세계 평균 6시간 42분을 훌쩍 넘은 9시간 29분

자료, 정보 등을 말함

으로, 필리핀에 이어 세계 2위임.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사용 시간은 하루 평
균 4시간 45분으로, 태국과 필리핀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것으로 나
타남1)
[그래프 1]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 TOP 5 국가 (2019년 6월)

(단위 : 백만 명)

자료 : Internet World Stats

[표 1] 브라질 디지털 콘텐츠 인프라 현황
항목

내용

인구 수

209,469,333

가구 수

65,678,600

인구 100명당 유선 전화 가입 회선

18.29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14.88

인구 100명당 모바일 셀룰러 가입 회선

98.84

인구 100명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90.6

TV 보유 가구 비율 (%)

96.3

유료 TV 가입 가구 비율 (%)

42.96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

46.3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

60.8

인터넷 사용자 비율 (%)
인터넷 일일 평균 사용 시간
자료 : OECD, Euromonitor, Anatel, 국제전기통신연합(ITU), We Are Social

1) PagBrasil, 「Brazil: Digital in 2019 Report」,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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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질 디지털 콘텐츠 시장 현황
●

▶

OTT(Over The Top)

비디오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와 유튜브 사용이 대세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세계 5대 미디어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은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YouTube)가 비디오 콘텐츠 시청 시 주로 이용하

서비스

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IHS Markit)의 조사 결과 브라질
응답자의 28%는 시청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을 때 넷플릭스를 가장 먼저 사용한
다고 답했으며, 24%는 유튜브를 먼저 사용한다고 답했음. 또한 18~64세 인터넷
사용자의 약 63%는 넷플릭스를 사용하며, 이 가운데 86%는 주 1회 이상 사용한
다고 응답함.2) 브라질 인터넷 사용자가 유료 TV 및 OTT 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역시 넷플릭스로 나타남
[그래프 2] 2018년 브라질 인터넷 사용자의 유료 TV 및 OTT 서비스 이용률
(단위 : %)

●

국가통신국
(Anatel,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
브라질 통신 시장 규제 감독

자료 : IHS Markit

기관

OTT 서비스 이용자가 늘며 유료 TV 가입자 수는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브라질 국가통신국(Anatel,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유료 TV 가입자 수는 약 1,690만 명으로 1년 사이 140만 명
이 감소, 2014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임. 반면 지난 2011년 브라질 시
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2019년 9월 기준 약 1,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면
서 어떤 유료 TV 서비스보다도 많은 가입자 수를 기록함.3) 브라질은 서유럽, 아
시아 및 북미 지역에 비해 5G 후발 주자로 2021년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5G 서비스 개시 이후 OTT 서비스의 유료 TV 시장 잠식은 더
욱 가속화될 수 있음

2) IHS Markit, 「Netflix and YouTube rank first in video services in Brazil」, 2019-01-22
3) The Rio Times, 「Netflix Reaches Ten Million Subscribers in Brazil, Says Newspaper」,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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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 세계 4위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8년 모바일 앱 다운
로드 건수에서 73억 건을 기록, 중국(897억 건), 인도(172억 건), 미국(119억 건)
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함. 또한 브라질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
의 종류는 SNS(75%), 모바일 뱅킹(46%), 엔터테인먼트(41%), 게임(37%), 뉴스
(35%) 순으로 조사됨

▶

세계 13위 게임 시장 브라질
2018년 기준 약 7,570만 명의 게임 사용자를 보유한 브라질은 15억 달러 규모
의 세계 13위 게임 시장임.4) 브라질 인터넷 사용자의 약 50%가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며, 남성의 44%와 여성의 38%가 PC 게임을 이용함. 또한 게임 사용자의
83%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게임 아이템 구매에 돈을 지출한 경험이 있으며, 59%
는 게임 관련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함

▶

브라질, 2023년까지 OTT 시장 16% 성장 전망
컨설팅 기업 PwC는 브라질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E&M) 시장이 2019~2023
년 연평균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5) 부문별로는 OTT 서비스가 16%, 디지
털 광고 13%, 게임·e-스포츠가 11%, 음악·라디오·팟캐스트가 약 10%의 성장률
을 보이며 디지털 콘텐츠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함
[그래프 3] 2019~2023년 브라질 E&M 시장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
단위 : %

자료 : PwC

4) newzoo, 「Brazil Games Market 2018」, 2018-07-06
5) PwC,「20ª Pesquisa global de entretenimento e media Brasil, 2019-2023」 2019

- 6 -

Ⅱ. 디지털 콘텐츠 정책
1. 디지털 콘텐츠 시장 진입 장벽
2.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

2019 GIP 해외진출 전략가이드

인프라 환경

디지털 콘텐츠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1. 디지털 콘텐츠 시장 진입 장벽
▶

해외 기업의 정부 조달 접근 어려움
법률에 따라 브라질 국영 기업은 자국 회사의 전문 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외국 회사에 서비스를 하청할 수 있음. 외국 회사는 자격을 갖춘 브라질 회
사가 없는 경우에만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찰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 회사
는 브라질 내에 상당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정부 기관 및 국영 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됨. 또한 브라질은 자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고
용을 창출하거나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등 자국 경제 활성화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최대 25%까지 입찰 가격이 더 높은 경우라도 정부 조달 우선권을 부여
함6)

▶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영화산업발전기금 부과
브라질은 극장 상영 영화,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제품, 방송 프로그램 등의
외국산 콘텐츠에 자국산 콘텐츠보다 훨씬 높은 고정 세율을 부과함. 시청
각 작품의 외국 제작자에 대한 송금액에는 2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됨.
또한 케이블 TV 업체, 시청각 미디어 제작사, 광고 제작사, 영화 제작사,
통신회사가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영상 및 음성 콘텐츠는 브라질 시청각 콘텐츠
규제 기관인 영화진흥원(ANCINE, Agência Nacional do Cinema)에 등록해야
함. 이렇게 등록된 콘텐츠는 길이에 따라 최대 3,000헤알(약 83만 원)의 영화산
업발전기금(CONDECINE)을 납부해야 함. 외국산 영화 및 영상의 경우 해외로
보내지는 수익의 11%가 기금으로 부과되나, 현지 배급사가 수익의 3%를 영화진
흥원이 인증한 브라질 독립 제작사에 투자할 경우 3%로 낮아짐

▶

유료 TV 콘텐츠 쿼터제 및 소유권 규제
브라질은 2011년 제정한 법률에 따라 위성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구독형 유료
TV에 대해 자국 콘텐츠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TV 상품에 포함된
모든 채널 프로그램의 3분의 1은 브라질에서 제작된 콘텐츠여야 하며, 일주일에
최소 3시간 30분은 프라임 타임에 브라질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함. 또한 라디오
및 유료 TV 업체는 시청각 콘텐츠 제작사의 지배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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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8년 8월 브라질은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인 일반정보보호법(GDPL,
General Data Protection Law)을 채택, 2020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임.7)
해당 법은 브라질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공급하거나, 브라질에
서 정보를 처리하거나, 브라질 국민의 개인정보 또는 브라질에서 수집한 데이터
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함. 위반 시에는 최대 5,000만 헤알(약
139억 원)의 벌금과 위반 사실 공표가 처벌로 주어지며, 위반과 관련된 개인정보
를 차단 또는 폐기해야 함
[표 2] 브라질 개인정보 보호법 GDPL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적용 범위

· 브라질에서 정보를 처리하거나, 브라질 국민의 개인정보 또는
브라질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개인정보
처리 요건

·
·
·
·
·
·
·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

개인정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법적 또는 규제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 기관에 의한 경우
연구 기관의 연구 수행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인 경우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행정기관, 중재 기관의 절차에 필요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적 건강을 위한 경우 등

· 소유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고, 액세스하고, 수정하고,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고, 익명화하고, 삭제할 권리가 있음

제3자 공급업체 의무 · 데이터 처리를 요청하는 기업과 동일한 원칙 준수
자료 :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만연
브라질에 만연한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는 시장 진입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 브라질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약 46%가 불법 복제된 것으로, 그 피해 규
모는 총 17억 달러로 추산됨.8) 브라질 법무부는 최대 2,000만 가구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시장조사 기관 디지털
TV리서치(Digital TV Research)는 브라질의 온라인 TV 및 영화 콘텐츠 불법 복
제로 인한 손실 규모가 2022년 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6) USTR,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9
7) Laws of Brazil, 「Brazil’s Data Protection Law」,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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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

브라질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전략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MCTIC, Institucional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Inovações e Comunicações)는 2014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분야 육성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M2M 및 IoT 시스템 관리 감독원'
을 설립함. IoT체임버(IoT Chamber)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정부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60개 회원 기관으로 구성됨. IoT체임버는 브라질 정
부의 IoT 솔루션 구현 확대 전략인 'IoT국가계획(The National Plan for IoT)'을
총괄하고 있음. 2019년 6월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된 IoT국가계획은 △사회적 영
향 △규제 환경 △인프라 및 연결 △인력 △혁신 및 생태계 △국제화 △투자 및
자금 등 7가지 중점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2020년 5G 주파수 경매 전망
2019년 5월 브라질 국가통신국은 700MHz, 2.3GHz, 3.5GHz, 26GHz의 5G 주
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9) 경매 조건 발표와 공개 의
견 청취가 내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경매는 2020년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3.5GHz 대역에서 5G 서비스와 위성 서비스 간에 전파 간
섭 가능성이 있어 이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함. 5G 네트워크 전환은
4K·8K 및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대용량 몰입형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고 본격적인 IoT 시대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어 디지털 콘텐츠 시장 활성화가 예상됨

▶

게임 산업 조세 개정 추진
영화진흥원은 브라질 법무부 및 연방정부와 함께 게임 산업 과세 인하를 논의하
고 있으며, 조세 개정이 성사될 경우 브라질 내에서 생산된 게임 관련 제품의 과
세는 대폭 낮아질 전망임. 현재 브라질은 콘솔 게임기에 20~50%의 공산품세
(IPI)를 부과하며, 여기에 주 단위로 부과되는 상품유통세(ICMS)와 사회보장세
(PIS/Cofins)까지 더하면 게임기 가격 중 약 70%를 세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
해짐10)

8) Americas Quarterly, 「How Latin America's Governments Compare on Anti-Piracy」, 2019-01-21
9) Bnamericas, 「Delay in 5G tender terms could push award of spectrum to 2021」, 2019-11-08
10) Bnamericas, 「Could tax cuts on video games, consoles hurt Brazilian industry?」,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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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 현황
▶

성장 잠재력이 큰 브라질 디지털 콘텐츠 시장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남미 최대 시장 브라질은 디지털 산업의 잠재력이
높으며, 아직 미개척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평가됨. 넷플릭스 등을 비롯
한 OTT 서비스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져 유료 TV 시청자를 흡수하고 있으며,
향후 5G 서비스 상용화 등으로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브라질의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는 점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OTT, VR, 게임, 클라우드 관련 프로젝트 다수
브라질 주요 통신기업 및 방송사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프로젝트는 OTT 서비스
의 다양화 및 성능 개선, 향후 5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고화질·대용
량 콘텐츠 전송 테스트, 게임 및 미디어 전송 부문의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브라질 주요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 현황
주요 기관
텔레포니카브라질
(Telefonica
Brasil)

주요 프로젝트 내용
· 다양한 OTT 콘텐츠의 유통업체 역할
· AI 기반 디지털 비서 ‘Aura’ 제공
·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Wayra‘ 통한 디지털 혁신 기술 발굴
· 5G 기반 홀로그램 영상 전송 시연

클라로
(Claro)

· 게임 시장 공략 위해 'Claro Gaming' 서비스 출시
·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및 VR·AR 서비스 개발 협력

글로보그룹
(Grupo Globo)
TIM브라질
(TIM Brasil)

· 스트리밍 수요 증가에 발맞춰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에 중점
·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와 5G 기반 VR 및 4K 영상전송
테스트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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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lefonica Brasil(Vivo)
●

▶

비보, 브라질 1위 이동통신 브랜드

2018년 브라질 이동통신 시장

브라질 최대 이동통신 브랜드 비보(Vivo)는 스페인 통신기업 텔레포니카

점유율11)

(Telefonica)의 브라질 자회사 텔레포니카브라질(Telefonica Brasil)에서 운영하고

1. Vivo (32%)

있음. 국영 통신기업 텔레브라스(Telebrás)의 일부로 출발했으나, 1998년 텔레브

2. Claro (25%)
3. TIM (24%)

라스가 민영화되면서 텔레스프(Telesp)로 분사됨. 2003년부터 비보 브랜드가 운

4. Oi (17%)

영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 텔레포니카의 보유 지분이 확대되며 자회사화 됨.
2012년 텔레포니카브라질은 인터넷 서비스, 케이블 및 위성 TV, 유무선 통신 및
기타 서비스를 비보 브랜드로 모두 통합함
[표 4] 텔레포니카브라질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Telefonica Brasil(Vivo)
1998년

홈페이지

www.vivo.com.br

· 직원수 : 약 3만 2,600명
기업규모

· 매출액(‘18) : 118억 9,100만 달러
· 모바일 가입 회선 수(‘19) : 약 7,380만
· 1998년 : 국영 통신기업 Telebrás의 민영화로 출범
· 2003년 : Vivo 브랜드 운영 시작
· 2008년 : 가입자 4,000만 명 달성
· 2010년 : Telefonica 자회사화 → Telefonica Brasil

주요 활동

· 2011년 : 혁신 스타트업 허브 ‘Wayra’ 설립
· 2012년 : 케이블·위성TV, 유무선 통신 등을 Vivo 브랜드로 통합
· 2013년 : 4G 서비스 개시
· 2015년 : 가장 가치 있는 10대 브라질 브랜드로 5년 연속 선정
· 2018년 : Ericsson과 5G 기술 테스트 시작
· 2019년 : NB-IoT 네트워크 전국 400여 도시로 확대

자료 : Telefonica Brasil(www.vivo.com.br)

11) 자료: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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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포니카브라질, 유료 TV 서비스에 넷플릭스 플랫폼 통합
텔레포니카브라질은 인기 OTT 서비스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보다는 제휴를 통해
자사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2018년 10월부터 넷플릭스
가입자는 텔레포니카브라질이 제공하는 유료 TV 서비스인 ‘비보TV(Vivo TV)’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12) 이를 위해 텔레포니카브라질
의 IPTV 플랫폼 미디어룸(Mediaroom)의 공급업체인 미디어카인드(MediaKind)
가 서비스 통합을 지원함. 텔레포니카브라질은 넷플릭스와의 제휴에 대해 TV 서
비스 향상에 중점을 둔 전략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 공격적인 FTTH
(Fiber-to-the-Home, 가정 내 광케이블)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다양한 OTT 콘텐츠의 유통업체 역할
텔레포니카브라질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아마존프라임비디오(Amazon Prime
Video), HBO고(HBO GO), 폭스프리미엄(Fox Premium), NBA프리미엄(NBA
Premium), 와치ESPN(WatchESPN), 디스커버리키즈온(Discovery Kids On)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브라질 내에 OTT 콘텐츠를 유통하는 역할
을 하고 있음. 고객은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해 비보 통신요금과 함께 결제
하거나, 별도 결제를 통해 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TV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그림 1] 넷플릭스가 통합된 비보 TV 플랫폼

자료 : Vivo

12) Reuters, 「Telefonica Brasil rolls out Netflix partnership in paid TV push」,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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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비서 ‘아우라’ 제공
텔레포니카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 관련 제휴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텔레포니카 브라질은 2018년 2월부
터 웹사이트, 모바일 앱, 유료 TV 및 콜센터 등의 다양한 채널에서 MS의 AI 기
술 기반 디지털 가상비서 '아우라(Aura)' 서비스를 제공 중임. 또한 페이스북메신
저(Facebook Messenger), 왓츠앱(WhatsApp) 같은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로도
아우라를 제공하여 요금 및 데이터 사용량 등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음. 2019년
초 텔레포니카 브라질은 아우라 월간 이용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힘

▶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웨이라’
텔레포니카는 2011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인 ‘웨이라
(Wayra)’를 설립함. 약 400여 개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이 웨이라 액셀러레이
터 프로그램을 거쳐 갔으며, 이 가운데 현재 약 20여 개 스타트업은 5,000만 달
러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음. 브라질에서는 7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함.
이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으로는 Widow Games(증강현실 보드게
임), Qranio(어린이 교육용 게임), Netshow.me(온라인 스트리밍 기술), Dino(콘
텐츠 미디어 배포 플랫폼) 등이 있음
[표 5] 텔레포니카브라질 주요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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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aro
▶

클라로, 브라질 1위 유료 TV 업체
클라로는(Claro)는 브라질 유료 TV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TIM브라질과 2위를 다투고 있음. 2003년 설
립된 클라로는 멕시코 통신회사 아메리카모빌(América Móvil) 소유의 브라질 지
역 통신회사 ATL이 다른 지역 통신회사인 BCP, 아메리셀(Americel), 테스셀룰러
(Tess Celular), 클라로디지털(Claro Digital) 등과 합병하며 출범함. 아메리카모빌
이 모기업으로, 현재 후불/선불제 휴대전화 서비스, 브로드밴드 인터넷, 케이블
TV,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데이터 센터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표 6] 클라로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Claro
2003년

홈페이지

www.claro.com.br

· 직원수 : 약 6만 2,500명
기업규모

· 매출액(‘18) : 358억 9,700만 헤알 (한화 약 10조 353억 원)
· 무선 가입자 수(‘18) : 약 5,600만 명
· 유선 가입자 수(‘18) : 약 3,500만 명
· 2003년 : ATL, BCP, Americel, Tess Celular, Claro Digital
등 브라질 지역 통신회사의 합병을 통해 출범
· 2006년 : 브라질 비롯한 남미 15개국에서 Claro 브랜드 채택
· 2007년 : 3G 서비스 출시

주요 활동

· 2008년 : 브라질 전역으로 서비스 확대
· 2011년 : 유료 TV, 유선전화, 모바일, 인터넷 결합 상품 첫 출시
· 2012년 : 브라질 최초 4G 서비스 출시
· 2017년 : 4.5G 서비스 출시
· 2019년 : ① 브라질 이동통신회사 Nextel Brazil 인수 발표
② Ericsson과 3.5GHz 대역 5G 연결 테스트

자료 : Claro(www.claro.co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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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홀로그램 영상 전송 시연
2019년 10월 클라로는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Ericsson)과 협력, 상파울루 알리안
츠파르키(Allianz Parque) 스타디움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5G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한 홀로그램 영상 전송을 시연함.13) 양사는 이번 시연을 위해 브라질 국가통
신국으로부터 3.5GHz 주파수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음. 콘서트에서는 무대 위가
아닌 클라로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콘서트 무대에
홀로그램 영상으로 구현됨. 클라로는 5G 및 LTE 주파수 대역을 결합하여
1Gbps 이상의 연결 속도를 달성, 전송 지연 없는 홀로그램 영상 전송에 성공함
또한 무대에 배치된 360°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들이 VR 헤드셋을 이용해 콘서
트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 이번 콘서트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
브, 인스타그램 등 클라로의 소셜미디어 채널로 생중계되었음. 테스트의 목표 중
하나는 5G 기술을 VR과 결합해 라이브 행사의 8K 해상도 스트리밍을 시연하는
것이었음. 해당 프로젝트에는 VR·AR, 인터랙티브 전시회 등 몰입형 기술 전문업
체인 YDX이노베이션(YDX Innovation)도 참여함
[그림 2] 클라로 콘서트 무대에 홀로그램으로 구현한 연주자

자료 : Claro

13) Canaltech, 「Claro faz apresentação de 5G histórica em São Paulo」,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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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 공략 위해 'Claro Gaming' 서비스 출시
클라로는 브라질의 라틴아메리카 지역 최대 게임 및 e-스포츠 시장 공략을 목표
로 2019년 8월 게임 전용 서비스 'Claro Gaming'을 출시함.14) 앞서 모기업 아
메리카모빌은 페루와 아르헨티나에 유사 서비스를 출시함. 유선 브로드밴드 고객
을 겨냥한 이 서비스는 500MB의 브로드밴드 속도, 32TB 용량의 전용 연결 링
크, 지연 시간 감소 솔루션 및 전문 고객지원 서비스로 구성됨. 클라로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게이머 및 e-스포츠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기기와 게임
서버 간의 응답 시간을 최적화하여 게임 중 패킷 손실과 지연 시간을 줄였음
이를 위해 클라로는 브라질 네트워크 기술 업체 No Ping과의 협력했으며, 브라
질 e-스포츠 리그 BBL, 게임 제작사 PUBG, 유비소프트(Ubisoft), 전자기기 제조
업체 에이서(Acer) 등과 제휴함. 서비스 이용 고객은 게임 관련 경험과 기술 지
식을 갖춘 전문가의 전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는
e-스포츠 대회 사전 판매 티켓 및 초대권 경품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클
라로는 고객 지원을 위해 게임 관련 지식을 학습한 AI 챗봇도 개발 중임15)
[그림 3] Claro Gaming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 : Claro Gaming

14) Canaltech,「Claro lança plataforma de conectividade voltada para gamers, streamers e eSports」, 2019-08-15
15) Bnamericas, 「América Móvil playing to win in Brazilian gaming industry」,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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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화웨이와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및 VR·AR 서비스 개발 협력

●

클라로는 여러 통신장비 기업과 협력하여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및 VR·AR 분
에지컴퓨팅
(Edge Computing)

야 개발을 진행 중임. 2019년 10월 열린 브라질 정보통신 전시회 '퓨처컴

통신 서비스 사용자와 가까운

(Futurecom) 2019'에서 클라로는 에릭슨과 에지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대용량 고

곳에 서버를 위치시켜 데이터를

해상도 그래픽 게임의 커맨드와 이미지를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시연함.

처리하는 기술

노키아(Nokia)와는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을 일반 게임과 비교하여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함. 또한 화웨이(Huawei)와 협력하여 행사장에 VR 보트 타기
체험 공간을 완전 무선 방식으로 구현함
[표 13] Claro 주요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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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upo Globo
▶

브라질 최대 미디어 그룹 글로보그룹
브라질 최대 미디어 그룹인 글로보그룹(Grupo Globo)은 1925년 설립되었으며,
지상파 TV 헤지글로보(Rede Globo), 라디오 방송국, 인터넷 포털, 케이블 TV,
신문, 매거진, 영화 제작사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산하에 거느리고 있음
1965년 설립된 헤지글로보는 자체 방송국 5개와 지사 형태의 방송국 119개로
구성된 지상파 민영방송사로, 2018년 기준 약 923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해 브라
질 무료 TV 채널 가운데 1위를 차지함. 브라질 국토 98.6%, 인구 99.5%에 달하
는 전파망을 보유한 남미 최대 규모 방송사임. 연간 약 3,000시간의 뉴스와 약
2,400시간의 예능 및 교양 콘텐츠를 방송함
[표 14] 글로보그룹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Grupo Globo
1925년

홈페이지

grupoglobo.globo.com

· 직원수(‘18) : 약 3만 명
기업규모

· 매출액(‘18) : 35억 8,000만 달러
· 지상파 TV 시청자 수(‘18) : 약 923만 명
· 1925년 : 일간지 O Globo 창간
· 1944년 : 라디오 방송국 Radio Globo 출범
· 1965년 : 지상파 TV Rede Globo
· 1969년 : 최초의 생방송 뉴스 Jornal Nacional 시작
· 1971년 : 음반사 Som Livre 설립
· 1976년 :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방송 프로그램 해외 수출 시작
· 1991년 : ① 24시간 뉴스 방송 라디오 CBN 출범

주요 활동

② 브라질 최초의 유료 TV Globosat 설립
· 1998년 : 영화 제작사 Globo Filmes 설립
· 2000년 : 인터넷 포털 사이트 Globo.com 출시
· 2007년 : 디지털 방송 개시
· 2015년 : 디지털 비디오 플랫폼 Globo Play 출시
→ 무료 OTT 콘텐츠 제공
· 2016년 : 온라인 플랫폼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VIU Hub 설립
· 2019년 : 2020년부터 모든 브랜드 Globo로 단일화 예정

자료 : Grupo Globo(grupoglobo.glo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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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콘텐츠 및 스트리밍 수요 증가에 발맞춰 클라우드 솔루션에 중점
글로보그룹은 대용량 콘텐츠의 증가와 더욱 복잡해지는 비주얼 그래픽 제작에
필요한 렌더링 용량 확장을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ice)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글로보그룹은 라틴아메리카 최대 클라
우드 소비 기업으로, 매월 클라우드 비용으로 1,100만 달러를 지출하며 이 가운
데 아마존웹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은 700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짐16)

●

HEVC

또한 아마존웹서비스 자회사인 비디오 처리 기술 업체 AWS엘레멘탈(AWS
Elemental)은 글로보그룹의 온라인 포털 글로보닷컴(Globo.com)의 4K VOD 서

(High Efficiency Video

비스를 위한 비디오 프로세싱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음. AWS엘레멘탈은 소프트

Codec)

웨어 정의 방식의 비디오 솔루션을 통해 복잡한 HEVC 인코딩을 전용 장비에서

UHD 화질 영상에 사용되는
비디오 압축 표준

구현하거나 클라우드에서 호스팅함으로써 글로보그룹의 4K 스트리밍 서비스 출
시를 지원함
2019년 9월에는 콘텐츠 스트리밍 성능 개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에지 클라우
드 솔루션 전문업체 퀼트(Qwilt)와 제휴함. 퀼트의 에지 클라우드 기술은 에지
컴퓨팅을 통해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서버에 콘텐츠를 배치함으로써, 네트워크
부하를 줄여 콘텐츠 제공 성능을 개선하고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글로
보그룹은 실시간 및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서비
스 업체와 협력하여 고품질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17)
[표 7] Grupo Globo 주요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16) Bnamericas, 「AWS the leading LatAm cloud seller, Grupo Globo the top spender」, 2019-08-01
17) Rapid TV News, 「Globo partners with Qwilt on QoE」,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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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IM Brasil
▶

브라질 3위 이동통신사 TIM브라질
이탈리아 통신기업 텔레콤이탈리아(Telecom Italia)의 브라질 자회사인 TIM브라
질(TIM Brasil)은 브라질 이동통신 시장에서 클라로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
하고 있음. 4G 서비스 커버리지는 도시 인구 93%에 달하며, FTTH 네트워크는
20개 도시 190만 가구에 도달했음
FTTH 기술을 사용하는 TIM브라질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TIM라이브(TIM
Live)' 가입자는 2019년 7월 기준 50만 고객에 달함. TIM라이브는 폭스(FOX),
인터랙티브 스포츠(Interactive Sport), 카툰네트워크(Cartoon Network), 루크
(Looke)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음. 한편 TIM브라질은 초
고속 인터넷 브랜드 TIM라이브와 라틴아메리카 최대 e-스포츠 클럽인 paiN
Gaming 팀 간의 스폰서십을 체결, 게임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
음

[표 8] TIM브라질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TIM Brasil
1995년

홈페이지

www.tim.com.br

· 직원수(‘18) : 약 9,600명
기업규모

· 매출액(‘18) : 170억 헤알 (한화 약 4조 7,608억 원)
· 무선 가입자 수(‘18) : 약 5,500만 명
· 1995년 : Telecom Italia의 브라질 자회사로 설립
· 2000년 : 지역 이동통신사 Maxitel 인수
· 2007년 : 1.9GHz 및 2.1GHz 3G 주파수 면허 획득
· 2008년 : 3G 서비스 제공 개시

주요 활동

· 2012년 : 2.5GHz 4G 주파수 면허 획득
· 2013년 : 모바일 음악 스트리밍 앱 TIMmusic 출시
· 2014년 : 주파수 경매 통해 700MHz 4G 면허 취득
· 2016년 : 첫 4G 네트워크 서비스 시작
· 2017년 : TIM Lab 이노베이션 센터 개설
· 2019년 :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와 5G 테스트 시작

자료 : TIM Brasil(www.tim.co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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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와 협력하여 5G 테스트
TIM브라질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기반 역할을 하게 될 5G 네트워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2021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웨이·에릭슨·노키아와 각각
협력하여 테스트를 진행 중임

●

혼합현실(Mixed Reality)
실제 환경의 객체에 가상으로

TIM브라질은 2019년 5월, 화웨이, 브라질 혁신 기술 연구기관 CERTI재단
(CERTI

Foundation)과 협력하여 브라질 남부 도시인 플로리아노폴리스

생성한 정보, 예를 들어 컴퓨터

(Florianopolis)에서 3.5GHz 주파수를 이용한 5G 테스트를 실시함. 테스트에서는

그래픽 정보나 소리 정보, 햅틱

스마트폰 2종과 VR 헤드셋 2대, 마이크로소프트의 MR 헤드셋 홀로렌즈

정보, 냄새 정보 등을 실시간으
로 혼합해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는 기술

(HoloLens) 2대가 연결되어 1Gbps의 속도를 보여줌. VR 헤드셋은 360도 인터
랙티브 경험을 스트리밍했으며, 홀로렌즈는 두 사람 간의 원격회의 상황을 가정
한 테스트를 진행함18)
9월에는

에릭슨,

브라질

국가통신연구소(Inatel,

Instituto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와 함께 브라질 Santa Rita do Sapucaí 지역에 5G 테스트베
드 '5G Living Lab TIM'을 구축함.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5G를 활용한 얼굴 인
식 솔루션, 비디오 모니터링 및 차량 추적 등 지능형 보안 솔루션 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임. 이어 10월에는 노키아와 협력하여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캄피나그
란데연방대학교(UFCG) 캠퍼스 내에 5G 테스트베드 '5G Living Lab Campina
Grande'를 마련함. 이곳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5G
솔루션 개발에 주력할 계획임. 또한 5G 기술을 통해 UFCG 캠퍼스를 비행하고
4K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드론을 시연함19)
[표 9] TIM Brasil 주요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18) UOL, 「TIM demonstra seu 5G no Brasil, mas mostra pouco e não permite teste」,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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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비디오 스트리밍 솔루션
라틴아메리카 최대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인 브라질은 2023년까지 OTT
시장이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020~2021년으로 예상되는 5G 상용화 이후
고화질·대용량 콘텐츠의 전송이 쉬워지면서 OTT 시장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대용량 콘텐츠의 안정적인 스트리밍을 위한 에지 클라우드
기술과 클라우드 게이밍의 보급 등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의 수요도 증
가할 것으로 보임

▶

게임 서비스
세계 13위 게임 시장인 브라질은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게임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브라질 정부는 게임 산업 과세 인하를 논의하
고 있으며, 문화부는 게임 산업에 1억 헤알(약 280억 원)의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 중임.20) PwC는 브라질 게임 및 e-스포츠 시장이 2023년까지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VR·AR 등 몰입형 콘텐츠 기술
5G 상용화에 따라 VR·AR 등 몰입형 콘텐츠가 보편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됨. 특히 스포츠 인기가 높다는 점
에서 VR 경기 중계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임
[표 10] 브라질 디지털 콘텐츠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비디오 스트리밍 솔루션
- 2023년까지 브라질 OTT 시장 16% 성장 전망
- 클라우드 관련 기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게임 서비스
- 조세 개편 및 예산 배정 등 게임 산업 지원 정책 논의
- 2023년까지 게임 및 e-스포츠 시장 11% 성장 전망
⦁ VR·AR 등 몰입형 콘텐츠 기술
- 5G 상용화 이후 몰입형 콘텐츠 성장 기반 마련
-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성장 가능성 높아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19) G1, 「Primeiro laboratório 5G do Nordeste é implantado na UFCG, em Campina Grande」, 2019-10-19
20) Torcedores, 「Ministro da Cultura, Sérgio Sá Leitão afirma que Brasil investirá R$ 100 milhões em games」,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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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

제11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9월 2일 브라질을 방문한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헤이나우도

●

사우가두(Reinaldo Salgado) 브라질 외교부 차관보와 제11차 한-브라질

메르코수르(MERCOSUR)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함.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통해 양국 교역과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0년 상반기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 간

윤 조정관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브라질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사우가두

1991년 창설된 남미공동시장

차관보는 2019년 1월 출범한 브라질 신정부가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한-브라질 IT협력센터 개소…5G 기술 전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7년

3월

‘한국-브라질

IT

협력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까지 총 3년간 100만 달러 규모로 양국 공
동 정보화 협력 프로젝트 및 IT 신기술 분야를 적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함. 그
일환으로 KT는 2018년 8월 브라질 국가통신연구소 직원을 대상으로 5G 기반의
IoT 기술을 시연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브라질 현지 네트워크와 연계해 커넥티드
드론을 통한 영상 전송과 IoT를 이용한 기상 상태 측정 기술 등이 시연됨
[표 11]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2019 멕시코 K-콘텐츠 엑스포 및 브라질 수출상담회 개최 (2019.01)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국 콘텐츠 기업과
브라질 바이어 간 1:1 수출상담회가 개최됨
- 브라질 방송사 REDE Brasil Televisao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한국 방송 콘텐츠 유통
업체 영앤콘텐츠(Young & Content)와 한국 드라마 관련 MOU를 체결함
한국 방송 콘텐츠 OTT 서비스 코코와, 브라질 출시 (2019.08)
- 한국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설립한 OTT 서비스인 코코와(KOCOWA)가
브라질에서 40여 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포르투갈어 자막과 함께 서비스함
- 코코와는 미주 지역 최대 한류 OTT 플랫폼 사업자인 라쿠텐 그룹 산하 비키(VIKI)와의
제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 출시를 시작함
2018 브라질 K-콘텐츠 엑스포 개최 (2018.11)
-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SBS 주최로 '2018 브라질 K-콘텐츠
엑스포'가 열려 K-Pop 공연 및 모바일 게임, VR 콘텐츠 전시 등의 행사가 진행됨.
- 중남미 내 한류 확산과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행사로, 6,000명 이상의 현지 관람객이 참여함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 25 -

Ⅳ. 프로젝트 협력 정보
1. 디지털 콘텐츠 파트너사
2. 디지털 콘텐츠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

▪

2019 GIP 해외진출 전략가이드

인프라 환경

디지털 콘텐츠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1. 디지털 콘텐츠 파트너사
① MediaKind

▶

미디어 스트리밍 솔루션 전문 기업 미디어카인드
글로벌 미디어 스트리밍 솔루션 전문 기업 미디어카인드(MediaKind)는 에릭슨

개요
· 미디어 스트리밍 솔루션업체

자회사인 에릭슨미디어솔루션즈(Ericsson Media Solutions)였으나, 2018년 에릭
슨이 사모펀드 원에쿼티파트너스(One Equity Partners)에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

· 2018년 설립

며 독립함. 미디어카인드의 제품 및 기술에는 스마트TV 플랫폼, 미디어 처리 및

· 직원수 1,001~5,000명

전달, 고효율 클라우드 DVR, 비디오 압축 솔루션 등이 있음. 미디어카인드는

· 홈페이지
www.mediakind.com

2018년 기준 26개국 1,800만 유료 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브라질에서는 통신기업 텔레포니카브라질, 오이브라질(Oi Brazil), 방송 네
트워크 레코드TV(RecordTV) 등에 기술을 지원함
[표 12] MediaKind 협력 정보
· 홈페이지에서 ‘Contact Us' 클릭
접촉 정보

· 전화번호 : +1 (469) 214 8647
· 소재지 : 3001 Dallas Parkway, Suite 300, Frisco TX 75034,
USA

담당자 정보

· Mr. Steve Payne (Regional Head, Americas)
· 미디어 플랫폼
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IPTV용 플랫폼 Mediaroom
② 클라우드 기반 TV 플랫폼 Media First
· 비디오 디코딩 솔루션
→ 표준 화질부터 4K UHD 고화질까지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 지원
· 비디오 처리 및 저장

주요
협력 분야

→ 실시간 및 주문형 비디오 압축 기술
· 맞춤형 광고 솔루션
→ 타겟 광고 삽입, 콘텐츠 차단 및 불법 복제 방지 기능 제공
* 브라질 RecordTV
: 2019 팬 아메리칸 경기 대회 중계에 미디어카인드의 디코딩
솔루션 공급
* Oi Brazil
: Mediaroom IPTV 플랫폼, 비디오 저장 및 처리, OTT 서비스 Oi
Play의 라이브 인코딩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제공

주요
협력사

· 텔레포니카브라질, 오이브라질, 레코드TV 등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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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게임, 브라질 최초의 온라인 게임 배급사
브라질 온라인 게임 배급사 온게임(ONGAME)은 한국 게임 제작사 소프트닉스가

개요

개발한 건바운드(Gunbound)를 2004년 브라질에 출시하며 사업을 시작함. 브라
질 지역에 게임을 배급하고 제공하는 것 외에 포르투갈어 번역을 통한 게임 지

· 온라인 게임 배급사
· 2004년 설립

원 및 현지화도 담당함. 현재 메틴2(Metin2), 에이카 온라인(Aika Online), 포인

· 직원수 51~200명

트블랭크(Point Blank)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등록된 게임 유저 수가 약

· 홈페이지 br.ongame.net

1,500만 명에 달하며, e-스포츠 대회 조직과 콘텐츠 제작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배급사로 평가됨
[표 13] ONGAME 협력 정보
· 전화번호 : +55 (11) 2714-9999
접촉 정보

· 이메일 : business@ongame.com.br
· 소재지 : Avenida Paulista 949, São Paulo, São Paulo,
Brazil

담당자 정보

· Mr. Moon Marcelo (Chief Operating Officer)
· 온라인 게임 배급
- 배급 계획 수립
- 텍스트 및 오디오 현지화
- 인프라 관리 및 고객 서비스
- 결제 솔루션 구축
- 마케팅 및 미디어 관리 등

주요
협력 분야

· 게임 마케팅 및 컨설팅
- 관리 프로세스 구축
- 전시 및 이벤트 진행
- e-스포츠 대회 개발 및 조직
- 법률 자문 및 행정 컨설팅
· 한국 게임 다수 배급
- 건바운드, 팡온라인, 아스다 이야기, 아스다2, 에이카 온라인,
카오스 온라인 등

주요
협력사

한국 게임 개발사 소프트닉스, 맥스온소프트, 한빛소프트 등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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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VR·AR 맞춤형 솔루션 개발 업체 VR몽키
VR몽키(VRMonkey)는 건축, 360° 비디오 및 방송, 시뮬레이터, 게임, 교육 등의

개요

분야에서 VR·AR·MR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는 업체임. 고객사의 브랜드가 경쟁
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대표적인 프로젝트

· VR/AR 솔루션 개발
· 2015년 설립

중 하나인 'Dinos do Brasil'은 과거 브라질 지역에 존재했던 공룡들을 가상현실

· 직원수 11~50명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30분 길이의 VR 콘텐츠로, 상파울루의 과학박물관인 카

· 홈페이지

타벤투뮤지엄(Catavento Museum)에 상설 전시되고 있음

www.vrmonkey.com.br

[표 14] VRMonkey 협력 정보
· 홈페이지에서 ‘Contact' 클릭
· 전화번호 : +55 (11) 3039-8389
접촉 정보

· 이메일 : contato@vrmonkey.com.br
· 소재지 : Avenida Professor Lineu Prestes, 2242, Sala 301 CIETEC. Cidade Universitária. São Paulo - SP.
Brasil

담당자 정보

· Mr. Zbynek Dalecky (PR Contact)
· 제품 및 서비스
- 건축, 교육, 게임, 직업 훈련, 시뮬레이터, 360도 영상 스트리밍,
가상 투어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VR/AR 솔루션 제작
· 주요 프로젝트

주요
협력 분야

- Dinos do Brasil : 교육용 VR 공룡 체험 콘텐츠
→ 카타벤투뮤지엄에 납품
- 7VRWONDERS : 교육용 VR 고대 건축물 체험 콘텐츠
- VR 게임 : Viking Days, The Rabbit Hole, Apocalypse Rider
- 컨퍼런스, 전시회, 쇼케이스 등의 행사에 VR 체험 부스 설치
- 4인용 멀티플레이어 인터랙티브 VR 게임 개발

주요
협력단체

· 2015년 브라질 기업 최초로 ‘인텔 개발자 포럼(IDF, Intel
Developer Forum)’ 초청 방문
·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구글 캠퍼스 익스체인지’ 초청 방문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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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디지털 콘텐츠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2. 디지털 콘텐츠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
▶

디지털 콘텐츠 관련 행사
퓨처컴(Futurecom)은 매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
정보통신 기술 및 디지털 혁신 관련 전시회임. 올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5G 기
술로, 정보 통신 분야 주요 기업이 다수 참가하여 관련 기술을 시연함. 약 220
개 전시 기업이 참가했으며, 1만 5,000여 명이 참관함
매년 가을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브라질게임쇼(Brasil Game Show)는 2009년 첫
개최 이후 라틴아메리카 최대 게임 박람회로 성장했음. PC, 콘솔, 모바일, VR
등 모든 형태의 게임을 아우르며, 2018년 행사의 방문객 수는 무려 32만 5,000
여 명에 달했음21)

▶

카날테크, 브라질 IT 관련 최신 소식 제공
카날테크(Canaltech)는 브라질 IT 산업 온라인 뉴스 포털로, 통신, 인터넷, IoT,
게임, 엔터테인먼트, 하드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소식을
제공함. IT 제품 리뷰, 관련 행사 일정, 스타트업 뉴스, 정책 동향 등 브라질 IT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음

[표 15] 브라질 디지털 콘텐츠 주요 정보 채널
유형

홍보 채널

대상 품목

상세

Futurecom
오프라인

·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장비 전시회
· 개최 도시 : 상파울루

정보통신 산업

매년 10월
(‘19. 10. 28~31)

· 개최 규모 : 220개 기업, 1만 5,000여 명

Brasil Game Show
오프라인

· 라틴아메리카 최대 게임 박람회
· 개최 도시 : 상파울루

게임 산업 전반

매년 가을
(‘19. 10. 09~13)

· 개최 규모 : 32만 5,000여 명 방문

온라인

Canaltech
canaltech.com.br

통신 산업 전반

통신 산업 관련
최신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21) O Barquinho Cultural, 「A PRÉ-VENDA DOS INGRESSOS PARA A BRASIL GAME SHOW 2019 JÁ COMEÇOU」,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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