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Miral, 야스 아일랜드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개 

 

--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야스 아일랜드의 새로운 미래 비전 반영 

-- Al Zaabi, 야스 아일랜드 2022 비전 발표 

-- Miral, #YasDream 캠페인 소개 -- 이 캠페인은 과거, 현재 및 잠재적인 방문객이 야스와 관련된 

꿈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도록 장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2016년 9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페라리 월드 아부다비 대개장 

행사에서 Miral이 야스 아일랜드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 야스 아일랜드의 

정신을 반영해 기획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다양한 여가, 문화, 

사회 및 사업 명소를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에미리트 관광지라는 활기 넘치는 기풍을 반영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링크] 

https://www.multivu.com/players/uk/7936651-miral-unveils-new-identity-for-yas-

island 

 

Miral 회장 Mohamed Khalifa Al Mubarak은 “자사는 세계적 수준의 여가와 엔터테인먼트 

관광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통해, 아부다비 비전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에미리트의 성장과 개발 계획에서 관광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진화를 거듭하는 야스 

아일랜드에 있어 브랜드 발전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야스 아일랜드가 

발전하는 방식을 보건대, 앞으로도 야스 아일랜드는 진정한 국제 관광지로 성장한 아부다비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Miral CEO Mohamed Abdulla Al Zaabi는 “야스 아일랜드의 정수를 제대로 포착한 새로운 

브랜드를 공개하게 돼 기쁘다”며 “생동감 넘치는 역동성과 활기찬 색의 조합은 야스 

아일랜드가 대변하는 쾌활한 정신과 삶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역사적인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공개는 믿을 만하고, 진보적이며, 역동적이고, 

단호하며, 포용하고, 선구적인 그 핵심 가치를 지키는 야스 아일랜드의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l Zaabi 대표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개에서 2022년을 목표로 하는 

야스 아일랜드의 비전(연간 방문객 4천800만에 달하는 가족을 위한 세계 탑 10 관광지)도 

발표됐다”면서 “야스 아일랜드는 10만 명의 출장 사업가를 유치하고, 여러 패밀리, 

라이프스타일 및 비즈니스 호텔을 통합해 4천 개의 객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스 아일랜드는 상징적인 디자인에 자연미를 결합시킨 독특한 관광지며, 그 위치와 체험 

활동 덕분에 아부다비에서 주요 주택 지구 중 하나로 꼽힌다”며 “야심 찬 개발 계획을 진행 중인 

야스 아일랜드는 인구 10,000명과 1일 출퇴근 인구 10,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Al Zaabi 대표는 “야스 아일랜드 브랜드는 단순히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인간에 깊이 

뿌리내린 비전”이라며 “오늘날 야스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는 이를 

구성하는 전체 그림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야스 아일랜드가 세계적 수준의 국제 

관광지로 확실히 차별화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야스 아일랜드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개와 더불어 ‘야스 드림’ 캠페인도 소개됐다. 이 

캠페인은 과거, 현재 및 잠재적인 방문객이 야스와 관련된 꿈을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스릴을 쫓는 방문객에게는 숨가쁜 모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인 긴장 완화를 원하는 

방문객에게는 이상적인 휴가지가 되어주는 야스 드림은 방문객마다 가장 선호하는 요소가 

다른 만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는다. 해쉬태그 #YasDream을 통해 야스 아일랜드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타인에게 그 경험을 추천할 수 있다.  

 

최근 야스 아일랜드는 2016년 여름 50%라는 사상 최고의 방문객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야스 아일랜드는 또한, 올 여름 야스 아일랜드의 두 가지 주요 명소인 야스 

워터월드와 페라리 월드 아부다비를 찾은 관광객 수가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공개했다.  

 

#YasIsland 온라인 정보: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asisland/ ]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asislandae/?hl=en ] 

- 

트위터[https://twitter.com/yasisland?ref_src=twsrc%5Egoogle%7Ctwcamp%5Eserp%7Ctwgr%5Eaut

hor ] 

 

야스 드림 공유: 

- #YasIsland  

- #YasDream  

- #MyYasDream  

 



Miral 소개 

Miral은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몰입형 체험을 통해 사람과 장소를 하나로 연계시키는 

아부다비의 관광지 개발업체다. 야스 아일랜드 개발 및 관리를 맡은 Miral은 엔터테인먼트, 

환대, 여가, 스포츠, 외식, 소매 및 부동산 같은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야스 

아일랜드에는 페라리 월드 아부다비, 야스 워터월드, 야스 링크 골프 코스, 야스 몰, 야스 마리나 

서킷, 야스 마리나 및 플래그십 호텔인 Yas Viceroy를 포함해 7개의 호텔이 들어서 있다. 추가 

정보는 http://www.miral.ae를 참조한다. 

 

야스 아일랜드 소개 

야스 아일랜드는 아부다비의 황금 해안에 있는 독특한 관광지다. 아부다비 시내에서 단 25분 

거리, 두바이에서 50분 거리에 있다. 다양한 몰입형 경험과 오래 기억될 추억을 남기는 

아름다운 섬 야스 아일랜드에서 가족과 친구, 주민 및 출장 사업가는 귀중한 휴가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 환상적인 자연 경관과 상징적인 디자인의 결합, 그리고 원기왕성한 매력과 

느긋한 가족 활동의 결합을 통해 체험의 세계를 선사한다.  

 

야스 아일랜드에는 페라리 월드 아부다비, 야스 워터월드, 야스 몰, 야스 마리나 서킷(포뮬러 원 

에티하드 항공 아부다비 그랑프리[TM]로 유명하다) 등이 들어서 있으며, 야스 링크 골프장 외에 

연중 세계적인 행사와 콘서트가 열린다. 야스 아일랜드 중심에는 상징적인 Yas Viceroy 호텔 

외에 6개의 국제 Yas Plaza 호텔이 위치한다.  

 

야스 아일랜드는 첨단 호텔, 즐거운 테마 파크, 역동적인 레스토랑, 세계적 스타의 공연, 골프장 

및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외식 체인점이 들어선 가장 국제적인 쇼핑몰 등을 자랑한다. 야스 

아일랜드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많은 행사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커뮤니티 

행사도 지원한다. 야스 아일랜드는 MICE 행사를 위한 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우수한 회의장부터 

모임 및 갈라 행사 시설까지 총체적인 경험을 위해 사업과 여가를 결합해 제공한다.  

 

야스 아일랜드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다. 열정적이고, 강력하며, 생동감이 넘친다. 재미가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꿈이 일상이 된다. 이곳에서 모험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의 한계뿐이다.  

 

방문객을 기다리는 다양한 최신 체험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yasisland.ae 및 야스 아일랜드 소셜 

미디어(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yasisland/?fref=ts ], 

트위터[https://twitter.com/yasisland?ref_src=twsrc%5Egoogle%7Ctwcamp%5Eserp%7Ctwgr%5Eaut

hor ],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yasislandae/?hl=en ])을 참조한다.  

 



추가 정보 문의:   

 

Anoud Saeed 

Weber Shandwick MENA 

전화: +971-2-449-4457 

모바일: +971-50-2625915 

이메일: Asaeed@webershandwick.com 

 

출처: Miral Asset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