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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e-스포츠대회 <동남아시아 사이버 아레나 2019> 개최

  ㅇ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카르타 까르띠니 엑스포(Kartini Expo)에서 

유니핀(UniPin) 주최의 e-스포츠대회 <동남아시아 사이버 아레나(Southeast Asia 

Cyber Arena, SEACA) 2019>가 개최됨

  ㅇ 올해로 개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Free Fire>, <DOTA 2>, <PUBG 

Mobile> 등 총 3개 종목 대상 총 상금 24억 루피아(약 2억 원)로, 동남아시

아 국가에서 온 팀을 포함한 총 66개팀의 464명의 참가자가 참여함

  ㅇ 이번 행사에 앞서 2019년 4월부터 <UniPin Indomaret Championship(UIC)>, 

<UniPin City League(UCL)>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며, 8월에는 필리

핀에서 <UniPin SEACA 2019 Phillippine>을, 9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UniPin KK Mart Championship)>을 순차적으로 개최하였음

  ㅇ 올해 행사의 각 종목별 우승팀은 다음과 같음

No. .게임 종목 우승팀명 No. 게임 종목 우승팀명

1 DOTA 2 Alter Ego 5

Free Fire 

Exhibition 

Match

PBM Hyper Reborn

2 PUBG Mobile Onic eSports 6 Chess Rush Boom_York
3 Free Fire UIC Boom Cerberus 7 Tekken 7 MYTH.hun-ki
4 Free Fire UCL Onic Olympus

  ㅇ 유니핀(UniPin)은 11월 15일부터 OTT 회사인 훅(HOOQ)과 협업하여 2019년 

e스포츠대회 콘텐츠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 등에 무

료로 제공하기로 협의함 

  ㅇ 한편, 유니핀(Unipin)은 2009년에 설립된 온라인 게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매년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음악 페스티벌 <The 90’s Festival> 개최

  ㅇ 2019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자카르타 감비르 엑스포 끄마요란(Gambir 

Expo Kemayoran)에서 음악 페스티벌 <The 90’s Festival>이 개최됨

  ㅇ 올해로 개최 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음악 페스티벌 외에도 건담 피규어, 

1990년대 인기 의류, 카세트 및 CD 등을 진열한 커뮤니티 부스, 1990년대 

인기 게임존 및 인기 스낵존이 함께 운영됨

  ㅇ 이번 행사는 1990년대 인기 아티스트인 클라 프로젝트(Kla Project), 갓블레스

(God Bless), 나이프(Naif), 잠루드(Jamrud), 포트렛(Potret), 피 프로젝트(P 

Project), 토푸(Tofu), 엘레멘트(Element), 쉴라온세븐(Sheila On 7), 기기

(Gigi), 비나 판두위나따(Vina Panduwinata), 팁엑스(Tipe-X), 파리즈 알엠

(Fariz RM), 이와 케이(Iwa K) 등 현지 아티스트 34개팀을 비롯하여 핸슨

(Hanson), 아쿠아(Aqua), 마이클 런스 투 락(Michael Learns To Rock), 버티칼 

호라이즌(Vertical Horizon) 등 해외 아티스트 4개 팀이 참여함

  ㅇ 이번 행사 주최 측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약 15,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였으며, 1990년대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 중에는 밀레니얼 세대도 포

함되어 있다고 밝힘

  ㅇ 한편, 이번 행사 입장료는 1일권 747,500~3,450,000루피아(약 62,000~290,000원), 

2일권 1,265,000~5,060,000루피아(약 100,000~420,000원)임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 미국 비즈니스센터(LA) 김철민 센터장 : +1-323-935-2070 / cmkim@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북경) 김상현 센터장 : +86-10-6501-9971 / willbe@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심천) 남궁영준 센터장 : +86-755-2692-77971 / pinoky14@kocca.kr

○ 일본 비즈니스센터(동경) 황선혜 센터장 : +81-3-5363-4511 / hwang216@kocca.kr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중동마케터(UAE 아부다비) 박상욱 과장 : +971-2-491-7227 / swpark@kocca.kr

○ 베트남마케터(하노이) 홍정용 부장 : +84-39-226-4093 / hongiy@kocca.kr

발행인  김영준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