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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취지 및 배경 

보고서를 작성을 시작하는 현재, <2010년상해세계박람회>는 
불과 4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중국 상해는 세계박람회 분위기 
조성과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하여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세 번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는 
2001년 WTO 가입, 두 번째는 2008년 북경올림픽, 세 번째는 
2010년 상해EXPO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의 토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편입을 선언하였으며, 2008년 세
계적인 스포츠제전을 통하여 중국을 알리고, 100년의 굴욕사
를 털어버렸다. 올림픽은 특히 대내적으로 중요하였는데, 중
국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할수있다는 자신감과 해냈
다는 자부심을 한껏 고양시켰다. 이제 상해EXPO가 남았다. 엑
스포는 115기간(2005-2010)과 21세기 첫 10년의 대미를 장식하
게 된다. 

본 보고서는 상해EXPO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본 보고서를 시작으
로 향후 약 2년간 엑스포관련 보고서 시리즈를 준비한다. 상해엑스포를 제대로 관
찰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상해엑스포보다 중요한 것이 이를 둘러
싼 환경이다. 상해시, 장강삼각주, 당대 중국을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되
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주목하는 이유는 115기간(2005-2010)을 마무리하고 125기
간(2011-2015)을 시작하는 전환기라는 점이다. 향후 중국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간이 된다. 

세계박람회는 대규모 종합행사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관점이나 방법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본 보고서 시리즈도 의식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본 
보고서의 차별성이 되기도 하고, 한계로도 작용할 것이다. 첫째는 중국 상해 현지
에서 상해EXPO를 바라본다. 물론 외국인의 입장이지만 현지에 포지션하여 상해
EXPO의 전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둘째는 문화산업 분야를 주요 관심 영역으로 둔다. 연구자가 이 분야 종사자라는 
점이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세계박람회는 더 이상 제조업중심의 산업
박람회가 아니고, 세계문화박람회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엑스
포는 문화산업, 창의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예술산업, 관광산업, 민속산업이 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을 볼 것이다.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도 메인 탐색 
대상은 중국관이 된다. 중국 각 성시가 총동원되는 지방관은 
핵심 대상이 된다. 또 주제관, 엑스포센터, 공연센터와 주제 구
역이 중점 대상이다. 즉 중국이 스스로 자신을 총화하고, 세계
를 향해 드러내는 일체가 우선 대상인 것이다. 

그 외 각국의 세계 각국의 현황과 다양성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한국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은 의도적
으로 제한을 두었다. 필자가 보기에 일정하게 다른 접근법이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과 추진은 이미 국가적으로 전문 
단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필요가 없겠다. 

▲ 2008년 8월 북경올림픽이 성대히 
그리고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다. 북경
올림픽은 중국인, 북경인의 자부심을 
한껏 고취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북경
올림픽은 상해엑스포의 전범이 되어준
다. 중국은 이 양대 메가 이벤트를 통
하여 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될 것임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진은 올림
픽이 한창 진행중인 북경시 모습을 촬
영한 것이다. 천안문광장의 모습이다. 
맑은 하늘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 상해에서는 2007년부터 상해엑스
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D-데이 
1,000일을 기준으로 주요시설에 엑스
포입간판이 설치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아래 입간판의 날짜는 
D-데이 602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 시
점은 북경올림픽이 막 끝난 타이밍이
다. 이제 본격적인 프로모션이 시작된 
것이다. 조직위는 <상해엑스포전 600
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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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한국이 입체적으로 상해EXPO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는 일정하게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가안으로 잡은 보고서의 전체 
그림은 다음과 같다. 실제 보고서명과 내용은 추진하면서 조정이 될 것이다. 

<2010상해엑스포 정보 총서>안

01. 2010상해EXPO 기본 정보 
02. 2010상해EXPO와 세계EXPO 
03. 2010상해EXPO의 조직과 인물
04. 2010상해EXPO와 상해시 도시발전계획
05. 2010상해EXPO와 장강삼각주 연계발전계획
06. 2010상해EXPO와 중국문화창의산업
07. 2010상해EXPO와 중국관광산업
08. 2010상해EXPO와 중국컨벤션산업
09. 2010상해EXPO의 엑스포컨벤션센터 현황
10. 2010상해EXPO의 세계각국 참가현황
11. 2010상해EXPO의 중국지방정부 참가현황
12. 2010상해EXPO와 한국관 추진현황

출처 : 중국창의산업포럼 www.seri.org/forum/cccf

첫 번째 보고서는 <2010상해EXPO 기본 정보>이다.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
록 기본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수년전부터 중국 상해에 포지션하여, 엑스
포를 대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거나 비밀스런 정보가 수록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대외적인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현지에서 수집하고 판단하는 정
보와 분석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되겠다. 본 보고서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된다
는 점도 특징 중 하나가 되겠다.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문 기관의 연계나 지
원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상해시의 명물중의 하나는 <상해성
시발전전시관>의 대형 모형이 있다. 상
해시의 모습을 초대형 모형으로 제작
해 놓은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현
재 모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20
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이곳에는 상해엑스포 컨벤션센터 
모습이 구현되어 있다. 사진속 황포강
변을 따라 양안에 구현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왼쪽 다리가 남포대교이고, 
오른쪽 다리가 노포대교이다. 그 사이 
지역이 상해엑스포 컨벤션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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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상해엑스포의 의의 

상해엑스포의 공식 명칭은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中国2010年
上海世界博览会)>이다. 현지에서는 줄여서 <2010년상해세박회(2010
年上海世博会)>라고 부르며, 가장 간단하게는 <상해세박회(上海世博
会)> 또는 <세박회(世博会)>라고 호칭한다. 참고로 영문 정식 명칭은 
<World EXPO 2010 Shanghai China>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칭할 경우, 상해엑스포로 호칭하도록 한다. 

먼저 상해엑스포 의의와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박람회라는 메
가 이벤트(Mega Event)를 통하여 부여할 수 있는 의미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실 다양한 관점과 전문 분야와 영역을 포괄한다. 이 것 만으
로 하나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깊이 분석하지 않는다. 다
만 상해엑스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관
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와 연관되는 분야는 무엇인가? 중국은 엑
스포를 통하여 무엇을 보이고, 얻고자 하는가? 등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엑스포를 보다 풍부하고 전문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사전 관점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의 의의와 효과 
세계박람회의 개최 목적은 세계박람회사무국(BIE)에서 제정한 세계박람회 협약 
제1조로 가늠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의 정의

박람회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 대중의 계몽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
회를 말한다. 박람회에서는 문명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전시할 수 있고, 또한 특정 분야 또는 제반 분야에서 인류의 노력으
로 성취된 발전상을 전시하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세계박람회 협약 제1조 

협약의 정의와 역대 엑스포를 비추어 보았을 때, 세계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이해 
증진, 인류의 교류, 세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노력,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제시를 담
아 전시하고 교류하고 모색한다. 또한 직접적인 행사장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비
상업 전시회이고 계몽적인 행사이다. 

효과 면에서 본다면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효과와 참가하는 효과가 다를 수밖
에 없다. 세계박람회 유치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거론한다. 첫째 개최 
국가와 개최 지역의 글로벌 홍보효과이다. 가장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
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이미
지와 브랜드 효과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
벌화에 있어서 국가의 이미지 제고는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되고, 보이
지 않는 수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이다. 직접적인 투
자와 수입만 따지자면, 꼭 역대 엑스포가 모두 흑자로 운영된 것은 아

▲ 상해엑스포를 상징하는 엠블렘이다. 
엑스포는 중국의 21세기 첫 10년의 대
미를 장식하게 된다. 또한 개혁개방 30
년을, 신중국 성립 60년의 피날레가 되
는 의미도 갖는다. 상해엑스포의 의의
는 자못 심오하다. 

▼ 세계박람회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
박람회 협약이다. 엑스포의 세계적인 
위상과 운영을 담보하는 국제 협약이
다. 엑스포관련 전시장에서 자료를 촬
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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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나 직간접 효과를 모두 따진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높다. 
엑스포 직접관련 산업분야부터 연관분야까지, 인력고용 효과부터 산
업브랜드 효과까지, 잠재 성장력 자극효과부터 향후 활성화효과까지, 
세계박람회의 경제효과는 매우 크다.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즉 월드컵, 
올림픽, 세계박람회 중에서도 경제효과면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림픽에 비하여서도 2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개최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통한 국토개발효과이다. 일본이 
박람회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상해엑스포도 뚜렷하게 이를 의식하여 계획을 잡았다. 엑스포 컨벤션
센터가 마련되는 황포강 양안은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후
된 공업시설과 노후화된 거주 밀집지역이었다. 이를 전면 개발하는 효
과를 의도한다. 뿐만 아니라 엑스포를 기회로 상해시 전역의 교통, 통
신, 물류 등 각종 사회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 나아가서 상해를 중심으
로 인근 장강삼각주 경제권을 연계하는 대규모 SOC를 추진하고 있다. 
상해시는 향후 수 십년간 투자, 정비할 도시 인프라 건설을 모두 앞당
겨 실시하는 셈이다. 중국의 타 지역이 원성이 자자한데, 이를 무마할 
명분이 엑스포가 된 셈이다. 

세계박람회는 국가급 참가 단위를 통하여 일반 무역박람회와 위상과 규모를 달
리하며, 스포츠 체전인 월드컵, 올림픽에 비하여 포괄 분야가 넓다. 국가급의 경제, 
문화, 기술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상과 규모, 분야에 있어 성공
적인 엑스포 유치와 추진은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국이 바라보는 엑스포의 의의 
세계박람회는 역대 관례에 따라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타이틀을 삼지만, 엄연히 국가급 행사이다. 당연히도 
상해시의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상해엑스포 조직위
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
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2001년 WTO 가입을 실시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엑스포를 통하여, 두 
번의 신고식을 세계를 대상으로 치르게 된 것이다. 사
실 더할 나위 없는 수순이며, 기회가 된다. 

5,000년간 아시아의 맹주이며, 경제와 문화의 대국이었
던 중국에게 지난 근,현대사는 좌절이었다. 1840년 아
편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약 150년간은 중국인에게 좌절, 
굴욕, 치욕의 기억이 된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자부심
을 치료하고, 새롭게 웅비하기를 꿈꾼다. 중국인 누구
나가 간직하고 있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2008년 북경올림픽은 중국인에게 이런 꿈을 실
현해 준 것이다. 100년만의 꿈을 중국인은 실현하고 감격해했다. 단순한 스포츠
체전 이상으로 북경올림픽이 중요한 이유였다. 중화문명의 부활을 연출한 올림
픽 개막식 공연이, 중국인의 심금을 울리고 감격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인들
은 100년전 세계 열강의 연합군이 북경에 침입하여 원명원을 불태우고, 유산과 유
물을 파괴, 약탈한 것을 기억한다. 오늘날 올림픽에서 세계 각국 선수단이 북경에 
입장하여 평화의 축제를 벌인 것이다. 중국이 주인이 되어 이들을 환영하고, 제전
을 벌이고, 당당히 경쟁하여 1등을 차지한 것이다. 중국, 중국인에게 있어서 올림

▲ 세계박람회사무국을 중국에서는 국
제전람국으로 번역한다. BIE는 엑스포
가 흥행에 성공하자 곧 국제적인 경쟁
과 난립, 위상 저하가 발생하였다. 이
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가 된
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오랜 논의 기간
을 거쳐 1928년 설립되었다. 본부는 프
랑스 파리에 위치한다. BIE에 대한 홍
보 자료를 촬영한 사진이다. 

▲ 북경올림픽과 상해엑스포는 중국인
의 꿈을 실현하는 행사가 된다. 근,현
대사의 좌절을 치유하고, 자존심을 회
복하며, 새롭게 웅비하고자 하는 욕망
을 나타내는 행사이기도 하다. 올림픽
과 엑스포 홍보 이미지이다. 올림픽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애국심으로 하
나되게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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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은 단순하지 않았다. 

2010년 상해엑스포도 마찬가지이다. 100년전 상해도 지금 만큼이나 국제적으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그 때는 세계 열강의 조차지, 조계지역으로서의 상해이다. 
100년만에 중국은 새로운 상해를 선보이는 것이다. 엑스포의 컨벤션센터로 지정
된 황포강의 연안은 이를 상징한다. 100년전에도 황포강 연안에는 세계 열강의 건
물이 솟아 올랐다. 그러나 이곳은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중국인과 개는 출입을 금
하던 조계공원이 있던 지역이었다. 오늘날 엑스포에서는 같은 물줄기 황포강 연
안을 따라 다시 세계 각국의 국가관이 솟아오를 것이다. 중국이 주인이 되어, 각
국을 초청하고, 역대 최대 규모, 최고의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관
의 중심에 우뚝 서있는 것은 바로 중국관이 되는 것이다. 상해엑스포가 중국, 중
국인에게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 

흥미롭게도 100년전에도 황포강 연안에 세계적인 축제
가 있었다. 지금도 존재하는 와이탄 중심지역의 상징
적인 건물 화평호텔(당시에는 펠리스호텔)에서는 1909
년, 세계 대회가 개최되었다. <제1회 세계아편대회>가 
그것이다. 마도로 불리웠던 상해의 복잡한 근대사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다시 100년후 이 호텔에서는 다
시 세계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상해엑스포가 그 주
인공이 된다. 

중국은 신중국을 성립하고도 오랫동안 죽의장벽 너머
에 움츠리고 있었다. 올해 2009년은 개혁개방 30주년, 
신중국 성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문호개방 1세
대, 신중국 성립 2세대를 지나, 최근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자신만만하게 중국을 내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상해엑스포
가 된다.

이러한 욕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올림픽과 엑스포는 국제적인 의
의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국내용 행사로 간주한다고 본다. 지난 북경올림픽
에서도 이를 훌륭하게(?) 증명해 보여 주었다. 중국은 세계를 초청하여 새로운 중
국을 드러내 보여주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국인을 향한, 중국인을 위한, 중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1920년대와 30년대가 상해의 1차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상해는 
세계 열강의 조차지로서 국제적인 도
시의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중국입장
에서는 꼭 영광의 도시는 아니었다. 이
제 1세기가 지나고 다시 상해는 2차 전
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에는 진정
한 영광이 될 것이다. 사진은 1930년대
의 상해 와이탄 모습이다. 이때의 화려
한 건축물들은 현재도 고스란히 보존
되어 있다. 상해역사박물관의 자료 사
진을 찍은 것이다. 

▲ 왼쪽 사진이 당시 팰리스호텔의 모
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현재의 모습이
다. 현재도 진장그룹의 화평호텔로 호
텔영업을 한다. 무척 유서깊고, 흥미로
운 사연을 담고 있는 호텔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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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상해엑스포를 통하여 첫째 100년의 수모와 치욕, 피해의식을 치유하고자 
한다. 자부심과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중국으로 환호하고, 감격하기를 원한다. 둘
째 상해엑스포는 애국심의 고취이고, 중화민족의 발흥이며, 미래의 낙관을 상징
한다. 이미 북경올림픽을 통하여 이러한 전범을 잘 보여주었다. 셋째 상해엑스포
는 중국 인민의 중국 현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뜻
한다. 개혁개방 30년의 경제적 성과와 올림픽, 엑스포는 최대 치적이 되어 정부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행사로 의도될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의의가 중요하다. 세계를 초청하는데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
을 다할 것이다. 세계인이 엑스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그러
나 더 중요한 것은 중국내 행사라는 관념이 주최측에게 있다. 세계인이 감탄하도
록 엑스포는 준비되겠지만, 이 것 조차도 외국인의 눈을 통해 중국을 자부한다는 
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중국의, 중국인을 위한 행사라는 내
적인 우선 순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상해조직위는 엑스포 
예상 참관객 7,000만명 중에서 절대 다수인 95%는 중국인이 될 것이며, 외국인은 
단지 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대비하고 있다.(그것도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서 그렇다)

중국은 이번 11차5개년 기간(2006-2010)동안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을 도모하였으며,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엑스포는 그 표상이 된다. 엑스포
를 대미로 장식하여, 2010년 이후 2020년 소강사회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젼으
로 직행한다는 기조이다. 엑스포는 중국과 중국인에게 치료와 확인과 비젼을 함
께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중국식 행사가 될 것이다. 

상해시의 엑스포 전략 
엑스포는 국가급 행사이고, 중국 전체에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해시의 행사가 된다. 명분은 중국이 
갖고, 실속을 챙겨야 하는 것은 상해시 몫이 된다. 상해
시는 엑스포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상해시의 
엑스포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해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엑스포라는 절호의 기회
를 잡았다. 사실 상해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유명하지
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상해 명성의 반은 20세기 초
의 조계시대를 기반으로 한다. 신중국 성립 후 상해는 
점차 잊혀졌고, 개혁 개방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상해
는 영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개혁 개방의 신시기 전반
기 동안, 상해는 동부연안 도시 가운데에서도 가장 발전이 더딘 도시로 손꼽혔다. 
상해가 본격적인 부활을 도모한 것은 90년대 푸동대개발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길게 잡아도 최근 20년간을 통하여 상해는 상전벽해을 이룬 것이다. 가장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다. 주강삼각주로부터 장강삼각주가 경제권 1위를 탈환한 것도 10
년이 채 못 되는 일이다. 상해는 이제 부터인 것이다. 

상해시는 엑스포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상해시의 엑스포 계획을 분석
해 보면 일정하게 전략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상해시 최대의 엑스포 효
과는 세계 중심도시로서의 포지셔닝이다. 상해는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우고, 
경제, 문화, 금융, 컨벤션 중심도시이지만, 더 이상 중국의 최고이기를 원하지 않
는다. 상해의 포부는 세계속의 중심도시로 자리잡는 것이다. 상해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중국내 도시가 아니다. 일본의 동경, 한국의 서울, 싱가폴, 홍콩 등이다. 동

▲ 상해가 다시 용틀임하기 시작한 것
은 1990년대의 포동개발을 통해서이
다. 위의 사진은 포서지역에서 포동지
역을, 그중에서도 금융중심인 루자주
이를 향해 찍은 사진이다. 현재는 상
해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당시 사
진 자료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발전
상이 드러난다. 위의 사진은 1994년도 
사진이고 아래사진은 2008년도 사진
이다. 상전벽해를 실감케한다. 사진 자
료는 <상해시 개혁개방 30주년 기념전
>에서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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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비즈니스 허브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한국과도 딱 부딪치는 지
점이다. 지난달(2009. 3) 중국 국무원에서는 상해시의 국제금융 허브 건설과 국제
운송 허브 건설 계획안을 통과시켜 힘을 더욱 실어주었다. 이 때에 상해엑스포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자 찬스가 된다. 비즈니스하기 좋고, 선진적이며, 국제화된 
도시, 상해라는 브랜드 효과를 챙겨내는 것이 상해시의 최대 목표가 된다. 

둘째 상해시 도시 정비의 최적기가 된다. 단순히 정비 차원이 아니라 향후 성장잠
재력 발휘와 고도화를 위한 도시환경의 선투자 개념이 된다. 중국은 각 성과 각 
도시들의 상호 경쟁이 치열하다. 상해시가 노골적으로 자기 도시 인프라를 발전
시키고,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원성을 사고,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데 엑스포라는 명분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게 되었다. 북경이 올림픽을 통하여 도
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듯이, 상해는 엑스포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게 
된다. 상해시의 도시 개선은 단순히 2010년 엑스포용이 아니라, 2020년 소강사회
의 실현에 맞춰져 있는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다.  

셋째 상해는 엑스포를 통하여 장강삼각주의 경제통합을 앞당
기고, 고도화한다. 상해의 장강삼각주 경제권이 주강삼각
주 경제권, 환발해 경제권과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앞
서는 것은, 경제력이 있는 배후 지역과 연계되어 있다
는 점이다. 상해시와 경제강성인 강소성, 절강성이 3
각 편대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16개 경제강시인 장강
삼각주 도시군이 밀착되어 있다. 상해시는 장강삼각
주 경제통합을 위해 오랫동안 이를 계획하고 선도하여 
왔다. 엑스포를 계기로 파급효과를 넓혀, 상해에 그치지 
않고 장강삼각주로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제통합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강삼각주 차원의 
교통, 통신, 경제시스템의 통합과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3시간 거리
의 주요도시 연계도, 2010년까지 1시간 내외로 더욱 밀착시킨다. 상해의 
메가 이벤트를 맞이하여 장강삼각주의 메가로 폴리스를 실현하는 것이 
상해시의 전략이 된다. 

넷째 상해는 엑스포를 통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의도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30년
만에 경제 기조를 양에서 질로 전환시켰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
환을 선포하였다. 핵심은 산업 고도화이고, 서비스 산업의 강화이다. 상해는 중
국내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이상하게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상해시는 엑스포를 계기로 획기적인 서비스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한
다. 시민들에게 국제적인 마인드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엑스포 직접관련의 산
업을 활성화시키고, 전반적인 산업의 고도화와 서비스산업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수혜 산업은 관광산업, 광고산업, 컨벤션산업, IT산업, 창의산업(문

▲ 상해시 모형도중의 일부이다. 모형
도가 위치한 <상해성시발전전람관>은 
2020년을 비젼으로 전시장을 꾸미고 
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하에 상
해시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지도의 원안은 장강삼각주 지역이
다. 소장강삼각주 경제권이란 상해를 
포함한 인근 16개 도시군을 뜻한다. 일
반적인 장강삼각주 경제권이라고 하면 
상해-강소-절강의 1시2성을 의미한다. 
대장강삼각주 경제권은 최신 개념인데, 
안휘성을 포함한 인근 성시의 도시까
지 넓히는 의미이다. 이제는 장강삼각
주 경제권의 의미가 심화되고 확대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는 직
접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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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 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상해는 성공적인 엑스포의 운영을 통하여 흑자 엑스포를 실현하고자 한다. 
직접적으로도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의욕(?)이 대단하다. 상해시가 투자하는 
규모는 엑스포컨벤션센터 건립 등 직접관련 약 30억 달러, 상해시 재개발과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약 150억~3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직접 투입 30억 달러의 경우에는 30%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입찰, 광고, 입장, 요식과 채권발행, 직간접 융자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동원
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애초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
으로 보지만, 7,000만 명의 관람객과 상해시의 투자 잠재력 등에 기반하여 일정한 
흑자 운영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한국의 대중국 상해엑스포 시사점 
2010년 상해엑스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
할 만한 대상이 된다. 사실 세계박람회에 한국이 참가
하기 시작한지 꽤 오래되었고, 한국관은 인기있고, 경
쟁력있는 국가관이 되어왔다. 그런데 상해엑스포는 단
지 관행적으로 참가하던 역대 엑스포와는 무언가 다르
지 않은가? 라고 의심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가깝다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또 현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단
순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하기 때
문이다. 중국이 잘 나가면 잘나갈수록, 한국은 직접적
인 영향력을 회피할 수 없다.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과 전략, 도전이 요구된다. 
상해엑스포는 역대 엑스포중 최 지근거리 엑스포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경쟁관계이자 협력관계에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부상은 이미 
한국이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해 버렸다. 상해엑스포는 경제, 문화, 
기술 올림픽의 성격으로 국제적인 경쟁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된다. 멀리서 하는 엑스포와 일본에서 하던 엑스포하고도 다르다. 추격해 올라온 
중국의 저력과 현황이 상해엑스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경쟁과 협력이라는 피
할 수 없는 과제를 갖고, 상해엑스포를 사전, 현장, 사후 대응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인의 대중적 참관이 이유가 된다. 이미 중국에 상주하는 한국
인이 50만을 넘어선지 오래다. 중국의 외국 관광객 중에 현재 1위는 한국인이다. 
2010년 상해엑스포를 참관하는 한국인을 예상해본다면 100만명을 전후로 할 것
이라고 본다. 이는 역대 모든 엑스포를 참관한 한국인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된다. 한국인이 대중적으로 참관하는 최대 엑스포가 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국가차원에서도 단순히 행사를 국가관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
민의 대중적 참관에 대응하는 계획과 방안이 요구된다. 상해엑스포를 남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하는 편견과 단견을 버려야 한다. 한국인이 이 글로벌 시대에 모처럼 
제대로 세계박람회를 보려고 한다. 중국을 보고, 세계를 보려고 한다. 상해엑스포
를 통해 우리 국민은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할 것인가를 국가급 차원
에서도 고민해야 한다. 

네 번째 이유는 2012년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급수가 조금 다
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해엑스포의 바톤을 이어받아 엑스포를 바로 개최
하게 된다. 상해엑스포가 끝나는 시점에서 2년이 안되는 시점이란, 사실 매우 촉

▲ 이번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국가관의 디자인 모습이다. 한글
의 자모를 건축 디자인 컨셉으로 구현
하였다. 필자가 알기로 한국관은 역대
엑스포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나 한국관은 주최측이 제시
하는 주제에 매우 충실하면서도, 한국
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전달하고 있
다는 평이다. 상해엑스포에서도 한국
관의 활약을 기대한다. 동시에 관심을 
조금 더 넓혀 중국과 세계를 함께 확인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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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시간이다. 여수엑스포의 본격적인 추진은 상해엑스포와 함께 추진된다고 
보아야한다. 특히 상해엑스포 기간과 현장은 여수엑스포를 국재적으로 홍보하고 
프로모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됨은 물론이다. 또한 중국의 엑스포 유치, 계획, 추진, 
운영, 관리, 결산 등이 벤쳐마킹 대상이된다. 

또한 상해엑스포 조직위와 적극적이고, 적절한 관계설정을 하며, 양국 우호와 상
호 이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이 상해엑스포를 지원하고, 다시 
중국이 여수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이야 특별
히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측이 이를 좀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으
로 유도하고 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상해엑스포의 비즈니스 환경이 이유가 된다. 엑스포는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일대 계기와 기회가 된다. 엑스포를 통하여 국내 비즈니스, 국제 
비즈니스 환경 모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면 최대로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상
황이 될 것이며, 반면 엑스포 이후의 국제 비즈니스 기회는 다시 협소해질 수 있다. 
특히 한국측에게 엑스포는 막차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그동안 한국에게 아쉬움
을 가졌던 것도, 엑스포 이후는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에서이다. 

엑스포의 비즈니스 환경은 직접관련이든, 간접관련이든, 이미지프로모션 차원이
든 중요하게 의도하고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다. 엑스포 사전, 기간중, 
사후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북경올림픽 
때처럼 특별히 국가급 대응이 없어 보여 아쉬움을 준다. 살짝 너무 무심하고, 소
홀한 것 아닌가라는 위기의식도 함께 있다. 

엑스포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 
전술하여 일반 엑스포 유치효과, 중국의 국가급 욕구, 상해시의 전략방향, 한국
의 대상해엑스포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준비하는 것은 좀 더 분
석과 연구 작업이 요구된다. 다양하고, 심층적이며, 준비된 관점을 사전에 세우는 
작업은 실효적인 결과를 얻어내는데 필수적인 선행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이며, 본격적인 연구중에도 계속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할 이유이다. 

▲ 2012년 우리나라의 여수엑스포 컨
벤션센터 구상도이다. 상해엑스포 다
음은 여수엑스포이다. 남은 기간이 짧
기 때문에 상해엑스포와 동시에 여수
엑스포의 프로모션이 진행되어야 한다. 
상해엑스포를 120% 활용해야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도판은 여수엑스포 홈
페이지에서 빌려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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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관심면에서 접근해 본다. 전술한 이유 말고도 필자는 상해
엑스포가 무척 흥미롭다. 첫 번째는 전공분야에 입각하여 세계엑스포와 문화산
업과의 연계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전 엑스포가 세계 산업박람회였다면, 21
세기 이후는 세계 문화산업박람회라고 가장해 보고자 한다. 상해엑스포 컨벤션
센터는 마치 거대한 문화테마파크를 연상시킨다. 문화산업의 결정판인 테마파크
로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식 문화산업 개념은 한국의 문화산업 영역에 더하여, 문화예술분야와 
관광산업분야, 컨벤션산업분야, 디자인산업분야는 물론이고, 문화상품 제조업분
야, 문화관련 건축과 시설, 부동산 개발분야까지 매우 포괄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
다. 일면 산만하고 집중력없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매우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관
념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국제적인 추세도 방향이 같다고 보아야 한다. 
이 참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견지하여 상해엑스포를 문화산업 관점에서 종합
해보는 것이 무척 흥미로울 것이다. 

둘째 상해와 장강삼각주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상해는 중국을 대표
하는 도시이지만, 상해만 보고 중국을 파악하는 것은 완벽하게 오해하는 길이기
도 하다. 상해엑스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지역적 범위는 상해시를 포함
한 장강삼각주 16개 도시군이다. 소위 장강삼각주 경제권의 실체가 된다. 장강삼
각주 경제권은 중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며, 향후 그 위상과 영향력도 지속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전 1위 경제권이었던 주강삼각주 경제권의 최근의 활약, 그리고 가장 성장잠재
력이 높다는 환발해 경제권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20년은 장강삼각주
가 주도하는 시대라고 필자는 예상한다. 반면 상해를 알지만, 그 외 인근의 강소
성, 절강성 도시들을 잘 모른다. 경제강성인 두 성의 실정과 강한 도시들인 장강
삼각주 도시군을 파악하기에 상해엑스포는 절호의 찬스이다. 장강삼각주 경제권
은 이번 엑스포를 맞이하여, 단지 상해시 잔치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인 연
계전략과 경제통합을 의도한다. 

보통은 장강삼각주 경제권하면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을 합친 지역을 뜻한다. 정
확하게 하자면 상해시와 경제력이 강한 강소성의 8개 도시, 절강성의 7개 도시를 
합쳐 16개 도시군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해(上海)와 남경(南京), 소주(苏州), 
무석(无锡), 상주(常州), 진강(镇江), 남통(南通), 태주(泰州), 양주(扬州)(이상 강소
성 8개 도시), 항주(杭州), 녕파(宁波), 가흥(嘉兴), 호주(湖州), 소흥(绍兴), 주산(舟
山), 대주(台州)(이상 절강성 7개 도시)이다. 

▲ 위의 사진은 중국 심천에 있는 <세
계의 창>이라는 테마파크 모습을 촬영
하여 편집한 것이다. 중국의 테마파크
산업은 신흥분야이면서도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세계의 창>을 운영하는 
화교성그룹은 이 외에도 <금수중화>, 
<중화민족촌>, <환락곡>등을 운영하
는데, 테마파크 분야 메이저 기업이 된
다. 현대 엑스포는 이러한 테마파크 공
원을 연상시킨다. 

▼ 최근 <중국국제여행박람회>가 상
해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도 엑스포 
이슈가 뚜렷하게 제기되었다. 매우 감
동적이었던 것은 상해시, 강소성, 절강
성 부스가 모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엑스포를 맞이하여 상해-강소-절강
을 유람하자’라는 통일된 구호를 사
용하여 공동 프로모션하였다는 점이다. 
지역주의가 팽배한 중국에서는 놀라운 
일이며, 또한 실질적인 분야의 협력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행사장의 각 부스를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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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미있는 구분으로 소장강삼각주(小长江三角洲), 대장강삼각주(大长江三角
洲), 범장강삼각주(泛长江三角洲)를 나누기도 한다. 소장강삼각주는 16개 도시군
을, 대장강삼각주는 상해시-강소성-절강성 3개의 성급 지역을, 범장강삼각주는 
3개 성시를 둘러싼 주요한 도시들까지 더 확대하는 개념이다. 장강삼각주 경제권
은 긍극적으로 장강을 끼고 내륙으로 계속 경제파급을 확산시키고, 범위를 넓히
는 국가급 비젼을 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상해시에 머물러 있는 인식 범위를, 최
소한 장강삼각주 16개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타이밍이 좋다. 2010년은 중국에게 21세기 10년을 결산하는 해이며, 
WTO가입 10년차가 된다. 2010년을 전후로 다음 125계획(2011-2015)이 논의되고, 
설정된다. 그동안의 중장기 계획 운용을 보면, 이번 기
간 선포된 중국경제의 질적 전환이, 다음 기간은 본격
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늦춰왔던 음성시장의 정
비나, 무리했던 보호주의 신쇄국정책도 일정하게 변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10년의 중국, 상해, 엑스포를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면에서 전략적 시의성을 갖고 있다. 당대의 중국을 확
인하고, 향후 5년, 소강사회 10년의 방향설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산업의 대
중국 사업이 사례에 그치고, 시행착오가 많았으며, 미
미한 실적과 성과로 실망스러웠다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시점이다. 포스트 올림픽, 포스트 엑스포의 
중국이 변화를 감지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지나친 기
대나 낙관, 단정도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길게보면 새
로운 변화의 단서와 지향의 구체화가 이루질 것이 분
명하다. 

구체적으로는 신중국 성립 60년을 결산할 수 있는 시
점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개혁개방 30년을 결산할 수
도 있다. WTO가입 10년을 결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중국 문화산업 20년을 결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
다. 올림픽과 엑스포의 유치-실행-평가를 정리할 수 
있는 시점임은 물론이다. 또한 향후 125기간(2011-2015)을 전망할 수 있는 시점이
다. 2020년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살펴볼 수도 있다. 필자
는 등소평이 소강사회 진입을 2020년으로 잡은 이유는,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
(1921년 성립)즈음이라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중공의 100년도 결
산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상해엑스포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을 살펴보았다. 전술
했듯이 막연하게 상해엑스포를 바라보는 것은 제한적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
효성있게 엑스포를 대비하고, 대응하며, 얻어내고자 한다면, 분명한 관점 세우기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조사연구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관점 세우
기 작업을 계속하도록 한다. 

▼ 200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
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상해시도 
3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여 이를 
기념하였다. 30년의 경제성과를 바탕
으로 중국과 상해는 새로운 경제도약
을 진행중이다. 산업고도화, 문화산업
대국화,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구현을 
향하여 질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
진은 기념 전시회의 엠블렘을 촬영한 
것이다. 

▲ 개혁개방 기념전과 함께 개최되었
던 미술전시에서 인상적인 작품을 보
아서 도판으로 추가한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자로 불리우는 등소평이 포동지
역을 배경으로 흐믓한 미소를 짓고 있
는 유화작품이다. 개혁개방, 남순강화, 
포동대개발 등 상해시에서도 등소평의 
지도가 절대적이었다. 지금도 인민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지도자이다. 유화
작품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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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상해EXPO 개황 

중국인들은 2002년 12월 3일을 감격적으로 기억한다. 이날 프
랑스 파리에서는 세계박람회사무국 제132차 총회가 개최되었
고, 중국 상해는 2010년 엑스포 유치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북
경올림픽 유치와 함께 세계박람회 유치는 중국 인민을 감격케
하고 열광케하는 낭보가 되었다. 

사실 한국인들도 이날을 기억한다. 한국의 여수가 상해와 경
합하여 아깝게 유치권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짝 상해
엑스포에 대하여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다음 
엑스포인 2012년 여수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답을 받긴 
하였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2010년 상해엑스포가 
종합박람회로 불리우는 등록박람회인 반면, 2012년 여수엑스
포는 전문박람회격인 인정박람회로 일정하게 위상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바램은 우선은 상해엑스포와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대비하
여 잘 치르고, 한국은 차후 다시 한 번 등록박람회를 유치에 힘쓸 필요가 있다. 시
기적으로는 2020년 엑스포가 좋겠다. 중국이 소강사회 실현을 한창 홍보할 시기에, 
한국은 선진국 진입을 통해, 제대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아시아로 이끌 수 있고, 특히 한국을 새롭게 프로모션하는 
적기가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상해엑스포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상해엑스포
의 정확한 공식적인 명칭은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이다. 먼저 상해엑스포 
기본 개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0상해엑스포 개요 

○ 명칭 :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
 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
 Expo 2010 Shanghai China
○ 유형 : 등록박람회(注册类世博会,Registered Exhibition)
○ 일시 : 2010년 5월 1일 - 10월 31일(6개월)
○ 장소 : 중국 상해시
 상해엑스포컨벤션센터(상해시중심 황포강 양안지역)
○ 규모 : 총부지 5.28㎢
 푸동지역 - 3.93㎢
 푸서지역 - 1.35㎢
○ 주제 : 도시,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城市, 让生活更美好
 Better City, Better Life
○ 부주제 
 1. 도시다원문화의 융합(城市多元文化的融合)
 2. 도시경제의 번영(城市经济的繁荣)
 3. 도시과학기술의 창신(城市科技的创新)
 4. 도시거주구역의 건설(城市社区的重塑)

▲ 2002년 12월 3일 세계박람회사무
국 총회의 모습이다. 비밀투표 결과 
2010년 엑스포는 상해로 결정되어 발
표되었고, 행사장의 중국 대표는 이를 
환호하며 전화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낭보에 환호하는 중국인
민들과 거리에 뿌려진 호회 모습이다. 
상해엑스포관련 홍보 영상물에서 캡쳐
하였다.

▲ 상해엑스포 조직위는 작년말 공식 
참가를 접수 마감하여 총 228개 단위
가 참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역대 
최대 참가 규모임은 물론이다. 참가하
는 국가는 183개국이며, 국제기구는 
45개 단위이다. 공식 마감은 끝났지만 
조직위의 유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2009년 5월 4일 
현재 237개 단위로 늘어났다고 한다. 
주로 국제기구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
된다. 또한 아직 공식적인 신청을 하지 
않아 참가가 불투명한 미국관도 이슈
인 상태이다. 사진은 엑스포센터의 집
계현황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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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와 농촌의 교류(城市和乡村的互动)
○ 조직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 중국정부 총대표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 집행위원회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 사무협조국
○ 목표
 1. 200개 국가 및 구제조직 유치
 2. 7,000만명 참관객 유치
 3. 25개 이상 합작파트너 및 스폰서 채결
 4. 사회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5. 역대 최대 참가, 참관 규모 달성
○ 홈페이지 : www.expo2010china.com
○ 마스코트 : 하이바오(海宝)
○ 취지 : 국제사회가 도시발전 문제를 한층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과 발전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미래도시 발전 모델을 모색하여 세계 각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 

출처 : 중국2010년상해엑스포요람(中国2010年上海世博会概览) 

세계박람회의 유형 구분 
세계박람회는 1851년 영국에서 런던엑스포를 최초 개최한 이후, 약 150년의 역사
를 갖는 세계 메가 이벤트로 발전되어 왔다. 1928년에는 세계박람회 개최와 운영
의 국제적인 협의체계를 세워 <세계박람회사무국(BIE)>를 설립한다. 세계박람회
사무국은 총회를 통하여 엑스포 개최국을 선정하고, 규약에 입각하여 행사를 운
영한다. 

<세계박람회사무국>이 설립된 이유는 엑스포의 국제적인 인기와 함께, 국가간
의 경쟁, 개최 난립, 위상의 불안정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BIE를 설립하고, 
국가를 대표로하는 국제 협의체계를 수립하며, <세계박람회규약>을 제정함으로
써 세계박람회의 국제 위상을 정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상해엑스포는 <세계박람
회사무국>의 제132차 총회를 통하여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권을 얻어내었으며, 
<세계박람회규약>에 입각하여 상해엑스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상해엑스포에 대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여수엑스포와의 차이점일 

▼ 세계박람회 한세기 반의 역사는 기
술 문명의 발전사라고도 할 수 있다. 
1851년 행사장이었던 유리궁전에서부
터 최근 아이치엑스포의 글로벌 콘몬
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성과를 총화하
고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엑스포
의 전통이다. 사진은 역대 엑스포의 장
면을 홍보영상물에서 캡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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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간단히 답하면 <세계박람회규약>에 입각한 엑스포 유형의 차이이다. 상
해엑스포는 공인 등록박람회이고, 여수엑스포는 공인 인정박람회이다. 엑스포
(EXPO)라는 명칭은 세계적인 유행을 타면서, 여기저기에서 흔이쓰는 용어가 되
어버렸다. 따라서 엑스포는 먼저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로 나누어진다. 공
인 엑스포란 <세계박람회사무국>에서 공인한 엑스포를 지칭하며, 그 외 모든 엑
스포는 비공인 엑스포라고 보면 된다. 상해엑스포와 여수엑스포는 모두 공인 엑
스포임은 물론이다. 

공인 엑스포는 <세계박람회규약>에 입각하여 다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
나는 등록박람회(Registered Exhibition)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박람회(Recognized 
Exhibition)이다. 상해엑스포는 등록박람회, 여수엑스포는 인정박람회인 것이다. 
이 명칭은 1996년 수정된 협약에 입각한 공식 명칭이다. 

솔직히 등록박람회, 인정박람회라는 명칭 구분은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차라리 개정전의 종합박람회(또는 1종박람회), 전문박람회(또는 2종박
람회)가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 명칭에는 확연한 구분이 느껴질까? 
중문 한자는 구분이 분명할까? 하는 의문이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번역상의 문
제일까? 라는 의문도 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전달
할 때 상당히 불분명하게 전달된다. 심지어 등록과 인정 중 어떤 것이 상위 개념
인지 구분을 못한다. 한국어 감으로는 등록절차보다 인정절차가 더 상위 개념으
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는 상위, 하위 개념은 아니다. 또한 
개정된 개념은 우선 남발하여 사용되는 엑스포를 BIE 공인 엑스포로 구분하는데 

▲ 공인엑스포는 등록과 인정박람회로 
구분된다. 도판은 역대 주요 엑스포의 
포스터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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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종류의 양대 박람회가 상하위 개
념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이고, 합리적인 명칭으로 제기되었
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꼭 성공적인 대안 명칭이라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 물론 앞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식 명칭에 준하여 서술할 것이다.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의 차이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는 반드시 수준차이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등록박람회는 인정박람회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재량권이 많고, 규모가 크며, 더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다. 우선 박람회 주제부터 등록박람회는 
광범위한 포괄주제이거나 보다 전문적인 주제를 선택
할 수 있다. 반면 인정박람회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
한 주제로 한정한다. 

박람회 개최기간은 등록박람회가 최대 6개월간이고, 
인정박람회가 최대 3개월간이다. 박람회장 규모의 경
우 등록박람회는 제한이 없고, 인정박람회는 25ha(약 7
만5천평)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과 규모에 있어 
일정하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전시 참가 방식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등록
박람회는 전시 참가국이 직접 전시관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주최
국은 이를 수익화할 수 있는 반면, 인정박람회는 주최
국이 전시관을 비롯한 제반 여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참가국은 전시비용만을 부담하는 방식이 기준이 된다. 
인정박람회의 경우 상당히 주최국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나 등록박람회를 우대하는 것인데, 역대 엑스포의 화려한 전통은 세계 각국
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국가관을 건설함으로써 전체적인 규모와 질을 담보해내는 
것으로, 이를 등록박람회에 계승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엑스포 개최 주기는 등록박람회가 5년마다 1회 개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IE는 엑스포 개최 주기도 정비하여 2000년 하노버엑스포부터 시작하여 2005년, 
2010년, 2015년식으로 딱 떨어지게 조정하였다. 반면 인정박람회는 등록박람회가 
개최되는 년도 사이에 1회 개최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개최년도만 보고도 이
제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5년 아이치엑스포, 2010년 상해엑스포 등
으로 5년 단위로 딱 떨어지는 박람회가 등록박람회이며, 2008년 사라보라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등이 인정박람회가 된다. 

인정박람회의 경우 개최시기를 못박지 않고, 주최국이 5년 상간에 결정할 수 있
다는 면에서, 혹자는 인정박람회에 재량권이 더 부여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개최기간의 명확한 사전 확정은 국제 행사의 
안정성과 인지도에 근본 바탕이 되므로, 역시 등록박람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차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는 뚜렷한 구분을 두고 있다. 등록박람회의 위
상을 높여주는 방향의 구분이라는 점도 명확하다. 진짜 세계박람회는 곧 등록박
람회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한국이 등록박람회 유치에 실패하고, 인정박람회 

▲ 가장 위 이미지는 2008년 사라보라
엑스포 조감도이다. 인정박람회였다. 
다음 이미지는 2010년 상해엑스포 전
시장 모형이다. 등록박람회이다. 마지
막으로 2012년 여수엑스포 조감도이
다. 인정박람회이다. 2000년 하나버엑
스포부터 등록박람회는 5년 단위로 딱 
떨어지도록 정비되어 알아보기 쉽게 
되었다. 도판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빌
려왔다. 상해엑스포는 모형을 직접 촬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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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 성공하였지만, 역시 아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는 
실질적으로 주최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반문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
게 위상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참가 수위(규모와 수준)가 다
르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에 수위를 
달리하여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상해엑스포의 개황 
상해엑스포는 등록박람회이다. 상해엑스포는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개최되는 
등록박람회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개최된 인정박람회
는 한국의 광주엑스포이다) 상해엑스포는 등록박람회에 부여된 재량권과 권한을 
충분히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상해엑스포는 2010년 5월 1일 공식 개막하여 10월 31일까지, 총 6개월 즉 부여
된 최대 일수를 채워 엑스포를 운영한다. 상해엑스포 컨벤션센터는 도심을 가로
지르는 황포강 양안에 대규모(총부지 5.28㎢)로 조성된다. 일반적으로 역대 엑스
포 개최지가 도심지와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에 엑스포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
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매우 획기적인 계획에 해당한다. 역대 최대로 접근성
의 편의를 제공하는 엑스포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상해엑스포 주제는 ‘Better City, Better Life’이다. 도시를 주제로 채택하였다. 매
우 중국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식 마스코트는 세계 공모전 형식을 빌려 ‘하
이바오(海宝)’를 선정하였다. 상해엑스포는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 중국정부 총대표>가 주최국으로서
의 권한을 위임받아 개최한다. 중국은 관련 단위로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중국2010년상해세계박람회 집행위원회>, <중국2010년상해세계
박람회 사무협조국>을 조직하여 이를 수행한다. 

상해엑스포가 설정한 목표는 역대 최대 참가국이 참가하고, 최대의 참관객이 참
관하는 최대 규모와 최고의 엑스포를 개최, 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0여
개 국가 및 국제조직을 유치하고, 7,0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여기까
지가 대강의 상해엑스포 개황이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하나 하나 살펴보도
록 하자. 

◀ 상해엑스포는 7,000만 관람객을 예
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는 1970
년의 오사카박람회의 6,422만명이다. 
이를 뛰어 넘도록 목표치를 설정한 것
이다. 그림은 상해엑스포의 컨벤션센
터 조감도이다. 메인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포동지역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엑
스포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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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해EXPO 주제

세계박람회가 주제를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33년 시카고엑스포
에서 부터이다. 당시 주제는 ‘진보의 한 세기’였고, 이 때 부터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전시와 행사 등 모든 프로그램과 긴밀히 연
계하는 엑스포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즉 주제는 전체 엑스포
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번 상해
엑스포의 주제는 ‘Better City Better Life’이다. 

상해시 정부는 2010년 엑스포 신청 의사 개진과 함께, 바로 주제 연
구에 착수한다. 1995년 5월 상해시 정부에 의하여 결성된 주제 연
구팀은 본격적인 주제 설정 사업을 시작한다. 이전의 역대 엑스포
의 주제들을 분석,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키워드를 찾기 시
작한다. 주제 선정 기조는 세계 발전 추세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발전과 실
천에 적합한 키워드를 찾는 것이다. 

당시 주제 연구팀의 조사 연구에 따라 ‘도시’, ‘문명과 문화’, ‘탐색과 창
작’, ‘유형과 무형’, ‘환경’, ‘정보’ 등 6대 유형, 30여개 항목이 선정되어 
경합을 벌였고, 최종적으로는 ‘도시(城市)’와 ‘삶의 질(质量的生活)’이라는 
두 개 키워드가 돌출되었다고 한다. 이를 조합시켜 최종적으로 제시된 안은 ‘새
로운 도시, 새로운 생활(新城市、新生活)’, ‘더욱 아름다운 도시, 더욱 질높은 
생활(更美好的城市、更高质量的生活)’, ‘대도시 높은 질의 생활(大都市高质量
的生活)’ 3대 안이었다. 

상해시 정부는 다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영문 ‘Better City Better Life’, 중문 ‘城市,让生活更美好’을 확정
하기에 이른다. 중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도시,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로 표현
할 수 있겠다. 

상해엑스포의 주제 

○ 주제 : 도시,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중문) 城市, 让生活更美好
 (영문) Better City, Better Life

○ 부주제 
 1. 도시, 다원문화의 융합(城市多元文化的融合)
 2. 도시경제의 번영(城市经济的繁荣)
 3. 도시과학기술의 창신(城市科技的创新)
 4. 도시거주구역의 건설(城市社区的重塑)
 5. 도시와 농촌의 교류(城市和乡村的互动)

○ 엑스포 주제연역
상해엑스포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주제연역이다. 즉 "Better City 
Better Life(城市,让生活更美好)"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생동하는 실천형
식으로 변화시켜 엑스포를 통하여 구현하는 과정이다. 상해엑스포 주제연역사업
의 목표는 이를 계기로 일반 대중이 ‘도시 시대’의 각종 도전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고시키고, 가능한 해결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 문화재에 대한 보호

▲ 상해엑스포의 주제는 도시이다. 도
시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조직위는 위와 같이 도식화한
다.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인과 도시환
경이 결합한다. 그리고 시간축으로 발
자취(역사)와 꿈(미래)이 이를 관통하
는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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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도시발전에 주목하고, 지속된 도시발전개념, 
성공실천과 창작기술을 보급시키고, 개발도상 국가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모델
을 찾아, 인류사회의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상해엑스포의 주제 연역사업은 세 개의 문구를 화두로 삼을 수 있다. 
1) 어떤 도시가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2) 어떤 생활개념과 실천이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3) 어떤 도시발전모델이 지구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관점과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세 가지 문제
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보는가를 언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계와 도시전문가의 인식을 종합한다. 상해엑스포 조직자들은 중요한 
전제를 설정한다. 즉 도시가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것이다. 이 전제를 둘러싸고 조
직자들은 상해엑스포의 핵심사상과 철학기초를 제출한다. 

도시는 사람이 창조한 것이고, 끊임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진화 성장
한다. 사람은 이 유기시스템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창조능력이 있는 세포가 된다. 
사람의 생활은 도시의 형태 및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도시화 발전이 가
속되면서 도시의 유기시스템과 지구 자연 그리고 자원 시스템 사이는 더욱 밀접한 
관계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 도시, 지구 세 개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고, 
이런 관계는 도시발전의 과정에 존재하며 삼자는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정체로 결
합하게 된다. 이 핵심사상의 기초위에서 상해엑스포 조직은 엑스포의 주제 내용구
조를 제출하고 <상해엑스포 주제연역 총체계획(上海世博会主题演绎总体计划)>
을 수립하였다. 

○ 엑스포 주제의 내용 구조 
상해엑스포 주제의 내용구조는 1) 도시인, 2) 도시, 3) 도시천체, 4) 발자취, 5) 꿈 이
렇게 5개 개념 분야가 포함된다. 이 구조의 기본 사상은 도시가 하나의 생명이 있
는 유기시스템으로서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가로축은 
도시인, 도시, 도시천체가 되어 주제를 설명한다. 

첫 번째 도시인은 도시내외의 거주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다.   사람은 도
시의 세포이고, 도시의 축소이다. 도시화 발전이 가속되면서 도시는 그 이외의 인
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인류는 나날이 ‘도시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둘째 도
시이다. 이 척도는 도시자체에 관심을 둔다. 도시 내부구조는 복잡하고, 각 부분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함께 운행하고 있으며, 유기생물체와 같은 특성과 규율을 갖
고 있다. 세 번째는 도시천체이다. 인류의 도시 인구의 비중이 나날이 증가되면서 
도시와 도시 사이, 도시와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은 날로 밀접해지고 있다.

세로축은 시간축을 의미한다. 네 번째 역사를 돌아보는 발자취, 다섯 번째 미래를 
향한 인류의 꿈이다. 시간을 통하여 인류가 역사발전과정에서 추구한 도시의 아
름다움을 토론한다. 우리는 역사의 경험과 지혜를 주목하고 또한 미래의 아름다
운 도시, 아름다운 생활을 전망한다.

도시인, 도시, 도시천체, 발자취, 꿈 - 5개의 개념 분야는 상해엑스포 주제의 내용 
구조로 제출되었고, 주최측은 핵심 전시관을 통하여 이를 구현하고, 각 전시 참가
단위에게 이를 예시한다. 

출처 : 중국2010년상해엑스포요람(中国2010年上海世博会概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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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필자가 상해엑스포의 주제를 접했을 때, 매우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매우 
중국적인 주제 선정이었기 때문이다. 상해엑스포의 주제가 중국특색을 담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대 정책기조와 일치한다. 도시, 조
화로운 도시, 삶의 질 등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당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대표하는 제 4세
대 정치지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화해사회(和諧社會) 즉 조화로운 사회는 상해
엑스포의 핵심 이념인 화해도시(和谐城市) 즉 조화로운 도시와 정확하게 일치하
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개혁개방 30년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
해 초래된 경제적인 격차와 계층의 분화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다함께 잘사는 대동사회 건설이라
는 비젼도 담고있다. 삶의 질도 소강사회의 진입을 통한 화두 제기와 질적 경제성
장의 전환과 연결되는 개념이 되겠다. 

둘째는 도시화 문제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세계 선진국의 그것에 많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에도 미달하는 수준이 작금의 현실이다. 중국 연안도시를 
포함한 중국 주요도시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광대한 중국대륙과 13
억의 중국인민들을 고려할 때 중국의 도시화 정책은 가장 활발한 당면 과제이자 
정책 방향이다. 따라서 상해 엑스포의 주제가 ‘도시’라는 점은 정확히 중국 실
정에 부합하고, 실천 과제에 해당하는 실속있는 주제가 된다. 중국은 도시화 정책, 
도시경제, 도시산업, 도시문제라고 할 만한 도시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주력하고 
있다. 

세 번째 엑스포의 개최도시인 상해시와 밀접하게 연계된 주제이다. 상해시는 중
국 최대 도시이고, 세계적인 도시로 포지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100년전 
조계시대에 세계 건축군이 집결하였듯이, 현재는 21세기 마천루들이 푸동지역을 
중심으로 운집하고 있다. 세계 건축도시라고 불리는 명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
해시의 비젼은 상해시에 머물지 않고, 장강삼각주 도시군들을 실질적인 경제통
합으로 연계하여 메가로 폴리스를 건설하는 것을 표명한다. 따라서 ‘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도시 주제는 상해시 입장에서 매우 실속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상해엑스포는 이렇게 역대 엑스포 주제에 비춰보았을 때,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
했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상해엑스포의 주제는 세계박람회 주제가 미래지향적
이고 선진적인 주제를 채택하는 관행에 비추어서는 좀 새삼스럽고, 낙후된 주제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이다. 물론 상해엑스포측은 주제가 선진성, 미
래지향성, 인류보편성을 담은 주제라고 열심히 프로모션하고 있는 입장이다. 필
자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서 도시라는 주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
가 이번 상해엑스포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은 당연하
겠다. 

◀ 상해엑스포의 주제이다. 한자를 바
탕으로 하면 ‘도시, 생활을 더욱 아름
답게’이다. 개발도상국가의 당면과제
라는 점과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질적 
변혁기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상
해엑스포홍보물에서 따온 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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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엑스포는 이러한 주제를 엑스포를 통하여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최측의 
계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해엑스포의 주제 구현

상해엑스포의 주제는 테마관, 테마구, 테마광장, 테마시설, 테마유도선, 테마포럼, 
테마행사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세계 각지에서 온 참관자들과 만나게 된다.

○ 테마관
상해엑스포 테마관은 도시인, 도시, 도시천체, 발자취, 꿈이라는 다섯 개 단서로 엑
스포의 주제 "Better City Better Life(城市,让生活更美好)"를 전시 구현하게 된다. 
상해엑스포원구내에는 5개 테마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각각 도시인관, 도시생명관, 
도시천체관, 도시문명관, 도시미래관이다. 그중 도시인관, 도시생명관, 도시천체관
은 좌우로 이웃하고 있어 테마관군을 형성하고 원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며, 엑
스포축과 이어진다. 이들은 도시인, 도시, 도시천체를 구현하는 전시관이다. 반면 
도시문명관과 도시미래관은 포서지역에 위치하여 발자취와 꿈을 구현하게 된다. 

○ 테마구
상술한 테마관의 주위에는 몇 개의 테마구가 있다. 그 중 포동지역 테마관 사이의 
테마구는 테마지표, 조각상, 영상을 형식으로 도시인, 도시, 도시천체 이념을 반영
한다. 포서지역인 도시미래관 주위에는 도시우수실천구가 위치한다. 초청을 받은 
전시 참가측은 ‘살기좋은 거주지’, ‘지속적인 도시화’, ‘역사문화재의 보호와 
활용’, ‘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 4개 분야로 도시건설과 발전의 우수 사례를 전
시하게 된다. 참관자들은 여기에서 우수 실천사례로 건설한 도시거리와 구공장을 
리모델링한 전시관을 통하여 각 나라의 도시 경험과 사례를 체험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테마구는 엑스포박물관과 도시문명관에 연결되어 있다. 야외 시설과 영상물
은 발자취 개념을 토대로 구현된다. 

○ 테마 광장
포동의 테마광장은 세박원구의 핵심 구역중 하나이다. 이곳은 스크린, 무대 등 각
종 시설을 이용하여 참관자들에게 유쾌한 기분으로 주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다. 고가인도를 따라 아시아광장, 아프리카광장, 미주광장, 유럽광장, 대
양주광장등 각 대륙의 문화광장을 배치한다. 각 광장은 각 대륙의 전시관과 이웃
하고 있고, 테마 건축물, 조각상,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함께 한다. 

○ 테마 시설
상해엑스포는 엑스포원구내에 각종 엑스포의 주제와 핵심사상을 체현한다. 예를 
들면 생태정수시설, 빗물수집과 재활용시설, 태양발전시설, 풍능발전시설, 지열온
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경친화자동차 등이다. 이런 테마 시설은 전반 엑스포의 
운행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테마 전시의 중요한 조성부분이기도 하다.

○ 테마 유도선
테마 유도선은 고가인도와 테마 보행로 등이 포함되고, 각 테마구, 테마광장과 테
마시설이 전체적으로 연결된다. 테마 유도선은 특수한 표시, 지표, 거리, 예술작품, 
장치, 행사시설 등으로 엑스포의 주제내용을 설명 전달하고, 참관자들로 하여금 
원구내에서 테마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때문에 테마 유도선도 테마 전시 시스
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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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포럼
포럼은 엑스포의 주제를 토론 연구하고, 엑스포의 정신유산을 양성하는 가장 직
접적인 수단이다. 2010년 상해엑스포 포럼은 도시의 지속발전면에서 대표적인 탐
색, 성공, 실천, 창작을 연구하게된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 발전, 농촌지
역의 교육, 위생 등의 문제와 대안을 교류하고 미래 도시 발전에 봉착하게 될 도전
을 예측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 테마 행사
상해엑스포의 행사는 테마 행사와 일상 문예행사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행사들
은 3대 기능 즉 주제 구현, 분위기 조성, 인파 분산 효과의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 
테마 행사에는 주최측에서 조직한 개막식, 폐막식, 중국의날 등 중요한 공식 행사
를 포함한다. 일상 문예행사에는 원구내의 문예공연, 교류체험, 전람전시, 미디어
방송, 민속민족공연, 문화관광, 경연, 음식 등 8대 유형의 행사를 포함한다. 

출처 : 중국2010년상해엑스포요람(中国2010年上海世博会概览)

상해엑스포 주최측은 1) 테마관, 2) 테마구, 3) 테마광장, 4) 테마시설, 5) 테마유도
선, 6) 테마포럼, 7) 테마행사로 총 7개의 구분을 지어 엑스포의 주제를 구현한다
는 계획이다. 테마관을 핵심으로 하면서 엑스포컨벤션센터 전역에 주제 구현을 
의도하고 있다. 

◀ 상해엑스포 홍보이미지중의 하나이
다. 국제도시 상해의 도시 이미지와 잘 
연결되도록 주제를 구현하는 것이 과
제가 되겠다. 주제 구현을 위한 7개 방
법은 압축하여 전시, 포럼, 공연에 이를 
연계하고 구현한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핵심은 테마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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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EXPO 엠블렘

상해엑스포의 엠블렘은 한자의 ‘세상 세(世)자’를 토대로 형
상화 되었다. 한국인 또는 한자 문화권의 동양인이라면 쉽게 파
악할 수 있는 이미지이고, 친근한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은 북경올림픽에서도 올림픽엠블렘으로 한자를 사용한바 있다. 
한자로 대표되는 중국의 자랑스런 문화전통의 자부심을 적절
히 드러내고 있다. 북경올림픽과 짝을 이루면서 21세기 초 양대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를 중국에서 개최하였음을 상징한다. 이
런 식이면 나머지 하나 남은 메가 이벤트인 월드컵을 언제가 유
치하게 된다면, 엠블렘에 한자를 형성화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엑스포주최측은 2003년 12월 상해엑스포엠블렘 공모사업을 시
작한다. 약 6개월간의 국제공모를 통하여 국내외 작품 9,046건
을 접수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1차
로 100편이 입선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상해엑스포 집행위원
회가 심사하여 다시 5편으로 추천하였다. 최종적으로 상해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결정하여 2004년 11월 30일 상해엑스포 엠블렘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주최측이 
제시한 엠블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상해엑스포의 엠블렘

엠블렘는 상해엑스포의 이미지 표현이며, 전국 인민의 지혜와 심혈을 집결한 것이
다. 국내외 친구들이 상해엑스포에 대한 기대와 감정이 담겨있으며, 엑스포가 제
창하는 정신과 이념을 체현한다. 

○ 엠블렘의 의미
상해엑스포의 엠블렘은 서로 안고있는 세 사람을 의미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화하고 있다. 또한 추상적으로 전 인류를 개괄할 수 있고 세계
박람회의 이념인 ‘이해, 교류, 모임, 합작’을 표현한다. 상해엑스포가 사람을 근
본으로 한다는 적극적인 추구를 표현한다. 

엠블렘은 한자 ‘세(世)’자를 토대로하여 숫자 2010과 교모하게 결합한 형태로 구
현된다. 중국인민이 세계에 속하고 다양한 문화가 결합된 박람회 잔치를 개최하
는 강렬한 소망을 담고 있다. 엠블렘은 생기가 있는 녹색을 주요 컬러로 하고, 상승, 
발전의 의미를 표현하여, 중국인민이 미래를 향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창조적인 열정을 나타낸다. 

한자 서법의 ‘세(世)’자는 2008년북경올림픽의 엠블렘 ‘경(京)’자와 함께, 21세기 
초 두 개의 대형 국제행사가 중국에서 개최되고, 중국인민이 세계와 융합하고 동
시에 전통문화를 선양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출처 : 중국2010년상해엑스포요람(中国2010年上海世博会概览)

일찌감치 제정된 상해엑스포 엠블렘은 2007년 상해엑스포 마스코트가 확정될때
까지 상해엑스포 홍보 및 프로모션에 있어 공식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

▲ 상해엑스포의 엠블렘이다. 2004년
에 확정되어 그동안 대표적인 이미지
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독특한 한자 
컨셉과 2010년의 숫자를 함께 이미지
하여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지원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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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상해엑스포 엠블렘과 다음 장에 설명할 마스코트는 일정하게 상
징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행태
를 보면 중국의 특색과 중국의 한계도 생각해보게 한다. 자세한 이야기
는 마스코트를 소개한 다음 하도록 하겠다. 

엠블렘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시각이 있어 소개한다. 한국만화애니메
이션학회 회장이신 성완경교수님과 함께 엑스포관련 포럼에 참가한 적
이 있다. 성완경교수님은 다년간 프랑스에서 유학하시고, 현재도 국제
적인 활동이 여전하신 분이다. 교수님께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인의 관
점에서 상해엑스포 엠블렘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셨다. 서양인의 관점으로 보면 상해엑
스포 엠블렘은 토템이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 형상을 한 세 사람이 연기 구름처럼 공중에 부유하는 모습은 한자
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서양인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초록색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색이라고 지적하였다. 왜냐면 서양
에서 초록색, 파란색의 사람은 ‘비정상'을 의미하곤 하기 때문이다. 좋
게 이미지하면 요정이고, 보통은 괴물의 색이라고 할 수 있다.(스머프나 
헐크를 떠올려보라.)즉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마스코트 하이바오에게도 해당한다. 한자로 대
표되는 중국문명의 자부심이 토뎀이즘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 세계 
인류를 상징하는 세 사람이 비정상적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아이
러니하기도 하였다. 

엠블렘과 마스코트는 흔히 행사를 대표하는 공식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 행사 주최측들은 그러한 이유에서 이들을 디자인할 
때 심혈을 기울이다. 가장 좋은 엠블렘과 마스코트의 디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
지 전문가마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화하면 행사 성격을 잘 나타내면
서, 대중적으로 친화성있는 그러면서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한 눈에 딱 보고, 의미를 파악하며 호감을 갖을 수 있는 디자인이 좋
은 디자인이다. 만약 설명이 꼭 필요한 디자인이라면? 그것은 최고의 디자인은 아
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북경올림픽과 상해엑스포 엠블렘과 
마스코트 전체를 평가할 때 의미는 좋으나, 설명이 많이 필요한 디자인이라는 한
계를 지닌다. 

▲ 상해엑스포를 1년 남겨둔 현재 시
점에서 엑스포 베너는 상해시내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엠블렘의 모습이 서양인의 관점에서
는 토템니즘의 이미지를 풍길 수 있다
는 지적도 흥미롭다. 같은 동양인으로
서 세자를 세 사람으로 형상화한 것은 
동의가 되지만, 이를 가족 구성원의 세 
사람(아버지, 자식, 어머니)으로 해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
한다. 따뜻한 가정의 이미지를 홍보하
는 것이지만, 가족주의에 입각한 중국
식 권의주의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중국문화창의산업포럼 www.seri.org/forum/cccf

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

2010상해EXPO 기본 정보(2�)

6. 상해EXPO 마스코트

상해엑스포의 공식 마스코트는 ‘하이바오(海宝)’이다. 사해의 보배라는 의미
를 지니고 있으며, 한자의 ‘사람 인(人)자’를 의인화 한 것이다. 색깔은 항구 도
시 상해의 상징색으로 파란색을 하고 있다. 

상해엑스포마스코트 공모사업은 2007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년말에 공식 마스코트로 ‘하이바오’가 선정 발표된다. 2007년 1월 17일 상해엑
스포 사무협조국에서는 엑스포마스코트 판공실을 설립하고, 공식적으로 <중국
2010년상해엑스포 마스코트공모공고(中国2010年上海世博会吉祥物征集公告)>를 
시작하여 국제 공모를 개시한다. 엠블렘처럼 국제 공모를 실시한 것이다. 공모 결
과 총 26,655건이 접수되었고 2차례의 전문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4작품이 추천된
다. 2007년 9월 24일 상해엑스포 제5차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정식으로 ‘하이바
오’가 선정되었다. 

다시 선정된 마스코트의 응용 디자인을 개발하고,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여 최
종적으로 2007년 12월 18일, <행운의 중국-중국2010년상해엑스포 마스코트 발표
연회(吉祥中国－中国2010年上海世博吉祥物揭晓晚会)>를 개최하여 일반에 공개
하였다. 다음은 주최측이 밝힌 마스코트에 대한 해설이다. 

상해엑스포의 마스코트

마스코트 문화는 인류문명의 독특한 풍경이고, 전통문명의 기억을 담고있다. 또
한 생명속의 율동을 전달하고,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동경을 추구한다. 엑스포 마
스코트는 엑스포 이미지 특징의 주요한 구성원소로서, 대중에게 엑스포의 주제와 
이념을 보급하는 중요한 표현매개이다.

○ 마스코트의 의미
상해엑스포 마스코트의 이름은 하이바오(海宝)이고 ‘사해의 보배(四海之宝)’라
는 뜻이다. 하이바오(海宝)의 이름은 부르기 좋고, 자신의 컬러와도 호응되며, 중
국 민속 길상의 명칭원칙에 부합된다. 

▲ 상해엑스포의 마스코트 ‘하이바
오’의 형상이다. 바다의 보배라는 의
미를 가진 바다의 요정이라는 설정이
다. 형상화의 바탕은 한자의 사람 인자
를 컨셉으로 한다. 인문엑스포를 의미
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라는 
주제와도 연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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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바오(海宝)의 이미지는 한자의 ‘인(人)’자를 핵심 창의로 하는데, 중국문화의 
특색을 반영하고 또 상해엑스포 엠블럼의 디자인이념과도 호응한다. ‘인(人)’자
가 서로 지탱하는 구조는 아름다운 생활은 너와 나가 공동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이념을 밝힌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지탱하고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 사람
과 사람사이가 화목하게 지내는 도시야 말로 생활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 

이미지가 귀엽고 개성이 선명한 하이바오(海宝)는 이미 상해엑스포의 마스코트와 
문화표지가 되었다. 중국2010년상해EXPO의 홍보대사로서 하이바오는 열정적으
로 두 팔을 벌리고, 자신 있는 미소로 세계 각지의 친구들을 반긴다.

출처 : 중국2010년상해엑스포요람(中国2010年上海世博会概览)

상해엑스포 마스코트 하이바오를 어떻게 평가할까? 솔직히 기대보다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역대 엑스포 마스코트와 비교하여도 그렇고 현대 디자인 
개념으로 보아도 최상급은 아니다. 사람 인(人)자를 형상화하여 인문엑스포의 정
신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는 설명이 딸려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즉각적인 반
응하고는 상관이 없다. 

물론 언제나 행사의 마스코트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호돌이를 기억해보아도, 처음부터 친숙하지는 않았다. 행사 마스코트
는 그래서 쉽지 않다. 성공적인 행사 마스코트는 창작이라기 보다는 이후의 운용
에 의해 결판이 난다. 얼마나 상해엑스포 마스코트 하이바오가 성공적으로 생명
력을 키워내며, 상해엑스포와 함께 상승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 하이바오의 마스코트 바리에이션이
다.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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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해EXPO 마스코트의 이면 이야기 

명예롭게도 필자는 상해엑스포마스코트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
가한바 있다. 현재도 엑스포사무협조국 마스코트판공실의 해외고문이
라는 직함을 지니고 있다. 관련한 사업과 교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취득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험이 
매우 흥미롭고 시사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2006년 말경에 상해에서의 사업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상해엑스포 사무
협조국 마스코트판공실 주임이 됨으로써 상해엑스포와도 자연스럽게 
교류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상해엑스포 마스코트 선정을 실질적인 국
제 공모로 선정하겠다는 의욕들을 갖고 있어서 관심과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왜냐면 이전의 북경올림픽 때는 엠블렘이나 마스코트 선정에 있어 국내 
집체 방식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해엑스포 엠블렘도 형식적인 국제 
공모에 그친바 있었다. 상당히 정치적인 북경은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국제
적인 상해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하였다. 

마스코트 국제 공모의 추진 
마스코트 공모사업은 2007년 1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정하게 한국쪽 관련 
홍보와 접수 등을 지원해 주었다. 공모 마감을 해보니 총 2만점이 넘는 작품이 접
수되었다. 아쉽지만 접수 비율로 보면 대부분 중국 국내 접수였고, 해외 접수는 
구색 수준으로 마감되었다. 

1차 전문가 심사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총 10명 전후로 심사위원단이 구
성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중에서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하였다. 1차 심사위원의 
역할은 접수된 2만여점 작품을 2,000점으로 압축하는 것이었다. 조를 나누어서 작
업하기는 했지만 필자는 대부분의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작품 2만점은 놀
라운 숫자이지만, 살펴보니 대부분 수준미달의 작품들이었다. 초등학생 작품부
터 대학생들의 과제물에 이르기 까지 일정하게 접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동원 작
품이 상당하였다. 다행이 작품들이 걸러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
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2,000점으로 압축된 작품은 다시 새롭게 소집된 2차 심사위원단에 의해서 
4점으로 압축된다. 그리고 다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중국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된 4개의 작품은 상위 심사를 거치게 된 것이
다. 공식적으로는 사무협조국, 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선정과
정을 밟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종 상위 지도자자들과 단위의 평가 과정
을 겪는 것이었다. 4개의 작품은 이 와중에 다양한 바리에이션 작업을 거치게 된
다. 정치적인 상위 단위의 검토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새롭
게 재디자인 해보는 작업이었다. 

▲ 2005년 일본의 아이치엑스포의 마
스코트 키코로와 모리조이다. 엑스포
의 주제가 ‘자연의 예지’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마크코트이다. 정체는 숲
의 요정이다. 역대 엑스포 마스코트들
이 모두 훌륭하였다고 하기 힘든데, 그 
중에 아이치엑스포 마스코트는 개인적
으로 많이 호감이 가는 사례였다. 상해
엑스포 공모전에는 이러한 이전 사례
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고자료로 
주어졌다. 

▼ 2만점의 공모작품은 심사를 거쳐 1
차 2천점, 2차 4점으로 압축되었다. 도
판은 그 4작품의 기본형들이다. 순서
대로 1)한자 대(大), 2) 태극, 3) 갈매기, 
4) 기린을 형성화한 것이다. 모두 한 
중국 전통 문화 이미지를 포함한다. 단 
갈매기는 상해시의 상징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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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디자인 작업에는 사무협조국의 관련 단위뿐만 아니라 국내외 디자이너
들이 상당히 동원되었다. 국내 다수의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단위가 동원되었고, 
홍콩과 대만의 지원도 받았다. 필자를 통하여 한국의 관련 단위도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바 있다. 결국 4개의 추천 작품들은 상해와 북경을 오가면서 
평가가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발생
하였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4개 추천작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매우 황당
한 경우라 아니할 수 없었다. 국제 공모를 추진했는데, 결국 공모작중에서 선정작
이 나오지 않고, 별도로 다른 작품이 선정되다니... 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공모전을 개최한 취지에 비추어 그렇고, 국제 신
뢰성 문제에 있어 매우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안상 최종 선정 작품은 
보지 못했고(사무협조국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다.) 년말에 발표
되는 공개일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18일, 엑스포마스코트의 대중 공개와 축하회에 초청되어 
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뜻밖의 상황과 맞닥뜨려야 했다. 필자가 보기
에 공개된 하이바오 디자인은 기존의 4개 작품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
다. 상당히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럼 왜 주최측은 공모 작품
에서 선정작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일까? 그 이유를 하이바오에 대한 해
설을 들으면서 비로소 알 수 있었다. 하이바오는 한자 ‘사람 인(人)자’
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공모작 중에 흡사한 작품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무리하게 별도의 
작품이라고 강조하여 발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비밀은 기존 공
모작인 ‘찡차이쌰오쯔(精彩小子)’의 한자 모델은 ‘큰 대(大)자’였
기 때문이다. 

하이바오 탄생의 비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4개의 공모작으로 압축되었을 때 작품들은 한
자 큰 대자를 의인화한 찡차이샤오쯔(精彩小子), 동양의 태극을 바탕으
로 한 허허(和合), 상해시의 상징 동물인 갈매기를 형상화한 환어우(欢
鸥), 중국의 전설적인 동물인 기린을 이미지화한 챵챵(强强) 4가지였다. 
찡차이샤오쯔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한자의 모
델이 ‘큰 대(大)자’라는 점은 엑스포 마스코트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 때문이다. 
필자도 한자의 ‘큰 대(大)자’가 갖는 심오하고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심
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일 때 자칫 위협적인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인류의 교류와 평화, 미래를 추구하
는 엑스포의 마스코트로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외국인의 시
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었다. 

▲ 4점의 작품들은 검토 과정에서 디
자인 수정 작업을 거친다. 그중에서 문
제의 찡차이쌰오쯔라는 작품의 이미지 
변천과정을 하이바오와 함께 정리해 
본 것이다. 첫 번째 이미지가 공모된 
원안이다. 세 번째 이미지는 한국 디자
인팀이 지원해서 변화를 준 것이다. 마
지막이 하이바오이다. 디자인의 연속
성에도 불구하고 하이바오는 별개 작
품으로 취급된다. 최종적으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도판의 이미지는 
공개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개인적
으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보한 
이미지들을 조합한 것이다. 

▲ 2007년말 <상해엑스포 마스코트 
발표연회>를 통하여 정식으로 일반에
게 공개되었다. 필자도 이 자리에서 하
이바오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공모작
중에서 당선작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하이바오는 4점 작품중의 하나이지 않
은가?라는 의혹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
다. 당시 행사 모습의 사진이다. 상해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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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국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디자인은 같지만, 개념은 다른, 그래
서 이전 공모작은 탈락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탈바꿈되어, 하이바오는 탄생한 것
이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만 접한 일반인들은 전
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겠지만, 실상을 접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도 되는구나라는 감탄아닌 감탄이 절로 나왔다. 형상화 이
미지는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바탕의 개념이 본 작품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감
안해야한다. 따라서 ‘큰 대(大)’가 아니라 ‘사람 인(人)’으로 개념이 달라졌
다면, 역시 다른 작품으로 인식해야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래서 공모전 작품이 선
정되지 않았다는 공식발표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히 비정상적
인 상황이자, 결과라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사사점 돌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필자가 느낀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 번째는 
상해엑스포 역시 중국 특색의 중국 행사로 파악해야 한다. 국제 공모의 발의와 추
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국제 행사로서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극히 중국스런 과정과 결과로 귀속되었다. 1, 2차 전문가 심사까지가 국제적인 
룰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 과정은 형식적으로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의 
검토라고 하지만, 실상은 각 상위 링다오(지도자)들의 검토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전형적인 중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밟았다. 지방에서 중앙까지, 상해에서 북경까
지, 엑스포부서와 정부부서에서 공산당부서까지를 의미하는 과정이다. 

▲ 하이바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찡차이쌰오쯔라는 작품의 해설과 바리
에이션 이미지이다. 여기서 마스코트는 
한자의 큰 대(大자)를 의미한다고 분
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이바오는 한
자 사람 인(人)자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다. 이미지상으로는 팔의 두께가 줄어
든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현재 하이
바오가 큰 대자 형상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도판 출처는 심
사 당시 내부자료이다. 

◀ 공식적으로나 외부로는 아무 문제
가 없었지만, 필자가 경험한 하이바오
의 탄생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이 사실이다. 그리고 시사적이기도 하
였다. 하이바오의 선택과 변신과정에
는 중국인의 마음이 엿보인다. 사진은 
엑스포전시장의 하이바오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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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개인적으로도 상해를 좀 과신했던 듯하다. 북경올림픽을 치른 것을 보았으
면서도, 상해는 북경과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특히 국제도시를 표방
하는 상해이므로 좀 더 국제적인 룰을 존중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결국 상해
도 국제도시 이전에 중국의 일부라는 점, 상해엑스포도 국제행사 이전에 중국행
사라는 점이 분명해 졌다. 중국 특색이라는 의미는 중국의 고유함과 중국의 한계
라는 양면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고유함은 존중하고, 한계는 문제로 인식
할 만하다. 필자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고유함을 이해하고 최대한 존중하지만, 
한계까지 동의할 필요는 없다. 중국 특색을 대하는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상해엑
스포는 세계적인 국제행사이다. 또한 중국 특색의 중국행사이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하다. 

둘째 중국의 속마음을 보았다. 정확하게는 중국 지도자들의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스코트 심사과정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들 제법 많이 보았지만 결국 압축
된 4개의 작품들은 모두 중국 전통과 문화를 직접적인 바탕으로 한다. 한자, 태극, 
갈매기(상해시 상징동물), 기린이었다. 중국 중심적이고,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
고, 이를 자부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큰 대자 모델을 선택하고 사람 
인자 모델로 공표한 것은 무척 흥미로웠다. 속마음은 대중국, 대중화, 대국이지만, 
밖으로는 인문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우호를 강조해야 한다는 마음을 읽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에 경의를, 그리고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융통성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디자인의 단순함에
도 불구하고 2만점 속에서 이렇게 끝까지 찡차이샤오즈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점은 그 만큼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북경올림픽에서도 살짝 비슷한 경험을 하였던 적이 있다. 북경올림픽 엠블렘은 
한자의 ‘북경 경(京)’이면서 대외적으로는 ‘글월 문(文)’으로 홍보되기도 하
였다. 대외적으로 ‘文’과 ‘人’은 인문올림픽, 인문엑스포를 상징하는 명분
이되고, 속마음은 ‘京’이며, ‘大’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상해엑스포의 경우에
는 감추어진 더 큰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직 상해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상해엑스포도 꼭 국제룰에 부합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경올림픽에서는 국내공모에 머물렀고, 집
체방식에 의존했다. 상해엑스포는 획기적으로 국제공모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오
히려 북경만 못하였다. 국제공모의 상식에 비추어 당선작을 공모 작품에서 선정
하지 않은 점은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이바
오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경 
마스코트의 제작팀, 또는 주요 예술가는 알려져 있다.)

중국의 가장 좋은 면을 보면 북경에서는 대인(大人)을 볼 수 있고, 상해에서는 세
계인(世界人)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위
대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흔히 보이는 것은 반대로 소인(小人)과 부정적인 
의미의 상해인(上海人)일 경우가 많다. 이 때 상해인이란 쫀쫀하고, 경제적으로 
영악하고, 북경에 정치적으로 추종하는 상해인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다. 
상해시는 외형적으로 거대 마천루와 화려한 발전상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도모하
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상식을 기대하기에는 실망할 때가 많다. 이번
의 경우에도 그러한 면이 드러난 것이다. 하드웨어에 비하여 일정하게 소프트웨
어와 휴먼웨어에 있어서는 격차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상해엑스포에 대하여 
항상 수준 높은 국제행사로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반면 방심도 금물이라
는 점을 절감한다. 

▲ 위에서부터 북경올림픽의 엠블렘, 
상해엑스포의 엠블렘, 마스코트를 촬
영하여 모은 것이다. 모두 한자를 바탕
으로 형상화되었다. 한자는 중국인의 
문화와 문명과 정신을 대표한다. 앞으
로도 한자의 활약은 계속될 것이다. 중
국 문화산업의 최대 상품중의 하나도 
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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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해EXPO 조직

상해엑스포와 관련된 공식 조직은 총 5개 단위를 거론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사
무국(BIE), 상해엑스포 정부 총대표, 상해엑스포 조직위원회, 상해엑스포 집행위
원회, 상해엑스포 사무협조국이다. 세계박람회가 국가를 참가단위로 하는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조직, 관리, 운영하는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지도와 협
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BIE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은 상해엑스포
를 대표하는 중국 정부 총대표를 선임한다. 총대표는 BIE와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상해엑스포의 공식적인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는다. 

보다 실질적인 중국내 관련 추진 조직은 다시 3개가 있다. 조직위원회(中国2010
年上海世界博览会组织委员会), 집행위원회(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执行委员
会), 사무협조국(上海世博会事务协调局)이다. 조직위원회는 국가급으로 구성되
어 있고, 집행위원회는 상해시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위원회
는 위원의 집합체가 아니고, 단위를 회원으로 한다는 점이다. 조직위원회는 중앙
정부 관련 단위와 상해시 대표 단위를 회원 단위로 구성한다. 조직위원회 주임은 
국무원 부총리가 선임되었다. 집행위원회는 보다 실질적인 상해시 지역정부 단
위들이 회원 단위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 주임은 상해시위서기가 선임되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급으로 상해엑스포를 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위
원회는 상해시급으로 상해엑스포를 지도, 관리한다. 그러면 실제적인 실무업무는 
누가하는가? 상해엑스포 사무협조국이 이를 수행한다. 사무협조국은 집행위원회
의 산하로 실무단위가 된다. 일반적인 국제행사의 사무국 역할을 사무협조국이 

▲ 우리나라는 엑스포를 세계박람회라
고 호칭하기 때문에 BIE를 세계박람회
사무국으로 번역한다. 중국은 국제전
람국(国际展览局)이라고 부른다. 상해
엑스포에서도 BIE는 지도적인 위상을 
지닌 단위이다. 도판은 BIE의 로고이다. 

◀ 상해엑스포의 공식조직을 설명하는 
조직도이다. 가장 상위는 엑스포조직
위이며 실무를 보는 조직은 가장 아래 
사무협조국이다. 중앙정부 단위를 중
심으로 하는 조직위원회와 상해시 관
계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집행위원회
는 단위를 회원으로 둔다. 엑스포 홍보
물에서 도판을 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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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사무협조국에는 각 전문단위를 구체화한 다수의 부와 실
이 있다. 판공실(办公室), 종합기획부(综合计划部), 외사판공실(外事办公室), 주제
연역부(主题演绎部) 등이 그것이다. 이들이 최종적인 실무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엑스포의 조직기구

상해엑스포는 국가 프로젝트이고 당중앙, 국무원에서 상해엑스포의 준비사업을 
고도로 중시한다. 상해엑스포 조직구조는 중국2010년상해엑스포 조직위원회, 중
국2010년상해엑스포 집행위원회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일상 사무기구인 상해엑스
포 사무협조국이 포함된다.

○ 중국2010년상해엑스포 조직위원회
   (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组织委员会)
중국2010년 상해엑스포조직위원회는 상해엑스포의 지도기구이고, 중앙의 관련된 
부문과 상해시정부 도합 30여개 회원단위로 조성되었고, 중공중앙정치국위원, 국
무원 부총리 왕치싼(王岐山)이 조직위원회 주임위원직을 담당한다. 

조직위원회의 주요 직책은 관련된 법규, 규장, 정책의 제정과 실시를 협조하고, 각 
지역과 중앙의 관련된 부문의 전시 참가사무를 조절, 촉진하며, 세계 각국 정부와 
관련된 국제조직의 참가요청을 촉진한다. 상해엑스포 준비, 개최과정에서의 중대
한 사무에 대하여 결의와 결정을 내리고, 엑스포 정부 총대표를 확정한다. 조직위
원회의 일상연계와 협조사업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감당한다. 

세계박람회사무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정부는 상해엑스포 정부 총대표를 선
정하여 정부를 대표하게 하였다. 대표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해엑스포와 관
련된 각항 사무를 처리하고. 각 전시참가국의 정부, 국제조직과 상해엑스포에 관
한 중요한 사무에 대하여 교류와 연계를 공식적으로 도모한다.  

○ 중국2010년상해엑스포 집행위원회
   (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执行委员会)
상해엑스포 집행위원회는 중국2010년상해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집행기구이다. 상
해시 관련된 부문, 도합 42개 회원단위로 조성되었고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상해시
위서기 위정셩(俞正声)이 집행위원회 주임직을 담당한다.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조직위원회의 지도하에 조직위원회의 관련된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관련된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상해시 관련된 
기구의 사업을 지도, 협조하고, 조직위원회에서 하달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다.

○ 상해엑스포 사무협조국(上海世博会事务协调局)
상해엑스포 사무협조국은 엑스포의 조직자이며,  2003년 10월 30일에 설립되었다.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지도하에 상해엑스포국은 구체적으로 엑스포의 준비, 
조직, 운영, 관리를 담당하며, 엑스포 정부대표와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상해엑스포국의 주요 직책은 상해엑스포 집행위원회가 집행, 협조중인 일상 사업, 
상해엑스포 준비사업의 일상 조직관리와 협조, 상해엑스포와 관련된 대외합작과 
교류행사, 엑스포의 운영사업을 담당한다.

출처 : 중국2010년상해엑스포요람(中国2010年上海世博会概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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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관련 조직을 찾는다면 해외와 조직위원회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해엑스포를 위해 설립된 기업인 상해엑스포토지유한공
사, 상해엑스포운영유한공사 등을 찾을 수 있겠다. 앞으로는 상해엑스포의 공식 
스폰기업이나 공식협조기업 등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원회나 집행위원회가 정부 조직을 대거 회원단위로 조직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상해시 전체를 엑스포 체
제에 맞춰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또한 정부기관과 함께하면서 오
히려 지도 단위가 되는 공산당 조직들이 각 층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집행위원
회의 주임도 공산당 서기가 맡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공산당의 역할이 어떠한
지를 보여준다. 

엑스포 조직의 구성과 이를 주도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연구도 꼭 필요하다. 상
해엑스포를 이해하는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번 보고서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별도로 엑스포 조직과 인물에 관한 보고서는 별권으로 정리하도록 한
다. 

◀▲ <상해엑스포센터>는 상해엑스
포 컨벤션센터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
고 있다. 이곳에는 엑스포사무협조국
이 위치하고 있어 공식적인 교류와 참
관을 지원하고 있다. 건물안에 전시실
이 있어 엑스포 계획들이 잘 정리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옥상에 올라가면 한
눈에 엑스포부지의 공사현장을 내려
다 볼 수 있어 인기가 좋다. 센터의 입
주 현황을 입간판으로 확인해 보면 협
조국외에 엑스포토지유한공사가 주요
하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은 옥상에서 현장 사진을 찍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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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해EXPO 컨벤션센터 

상해엑스포의 공식 메인 행사장을 지칭하여 엑스포컨벤션센터라고 한다. 중국식 
명칭은 상해박람회원구(上海世博会园区)이다. 원구(园区)라는 명칭은 영어식 표
현으로 PARK에 해당하는 공원식 부지와 규모를 뜻한다. CENTER보다 상대적으
로 더 큰 개념으로 통용된다. 이후 엑스포 컨벤션센터 또는 엑스포원구라고 약칭
하도록 하겠다. 

상해엑스포 컨벤션센터는 전술하였듯이 황포강 양안에 위치한다. 이러한 포지션
은 첫째 시중심에 위치하여 엑스포의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둘째 향후 도시계획
의 일환으로 컨벤션센터를 활용한다. 셋째 황포강 연안의 영광을 재현한다. 넷째 
포서와 포동지역을 통합한다. 다섯째 상대적인 낙후지역을 재개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4년 처음 상해를 방문했을 때, 황포강 양안의 엑스포 원구 지역은 거대 기중기
가 위용을 자랑하는 하적장이었다. 일대는 공장 지대와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허름한 주거지가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매년 확실한 정비가 실
시되었다. 1년 만에 양안 지역의 거대 기중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공장 이
동이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대상 지역에 정비가 시작되었다. 다시 
1년 후 거대한 대상 지역은 몇 개 재활용할 공장 건물만 남겨놓고, 깨끗하게 밀려
버렸다. 

몇 년 사이에 정말 빠른 속도로 원구가 정비되고 조성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엑스포 대상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황포강 양안의 

중국관 테마관 엑스포센터 공연센터 노포대교

◀ 엑스포 컨벤션센터의 조감도 중의 
하나이다. 프로모션을 위한 조감도들
은 초기부터 제작되어 꾸준하게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독립적으로 건설
하는 국가관들도 대부분 디자인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보다 실
제적인 조감도가 제작될 것이다. 내년
초에는 먼저 사이버엑스포가 개장하므
로 올해 년말까지는 완벽한 컨벤션센
터의 디자인이 완성되어 공개될 것으
로 보인다. 

▼ <상해엑스포센터> 옥상에서 바라
본 상해엑스포 컨벤션센터 부지 모습
이다. 한창 공사중인 모습을 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촬영한 것이다. 왼쪽부
터 중국관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들이 
보인다. 사진의 강 뒤쪽에는 남포대교
와 함께 엑스포 부지를 가늠해주는 아
치형의 노포대교가 가로 지르고 있다.  



중국문화창의산업포럼 www.seri.org/forum/cccf

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

2010상해EXPO 기본 정보(��)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그리는 변화였다. 이전의 그림은 금융가인 루자주이 지역
만 빼놓고, 황포강의 양안은 거대 기중기와 공장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것
도 나름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엑스포를 기화로 상해시는 황포강 양안을 현대식 
마천루의 숲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공장은 물러나고, 낙후지역은 재개발하
고, 빌딩숲과 아파트 단지는 조성하고, 엑스포컨베션센터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향후에는 거대한 첨단파크로 시의 명소가 되도록 의도하고 있다. 

엑스포 컨벤션센터의 개념과 편제 
엑스포 컨벤션센터는 '조화로운 도시(和谐城市)'라는 상해엑스포의 핵심 이념을 
구현한다는 기조를 갖고 설계된다. 하나의 모범이 되는 작은 도시를 원구에 구현
하겠다는 관념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세부 
설계, 디자인, 전시요소, 공연 프로그램 등 다차원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된다. '
인류와 자연의 조화', '역사와 미래의 조화', '인류와 인류의 조화'를 하부 개념으로 
고려한다. 

엑스포 컨벤션센터는 황포강의 남포대교(南浦大桥)와 노포대교(卢浦大桥) 사이 
지역에 위치한다. 황포강 양안을 합쳐 총 5.28㎢의 면적이 컨벤션센터로 건설된다. 

남포대교

노포대교

▼ 남표대교와 노포대교를 기준 경계
로 황포강 양안에 컨벤션센터가 건립
되고 있다. 색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총 5개의 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한 시설들은 오른쪽의 포동지역
에 주로 위치한다. 색깔로 구분한 것은 
편구를 나눈 것이고,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은 조를 의미한다. 도면은 엑스포 전
시장의 관련자료를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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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동지역이 3.93㎢, 푸서지역이 1.35㎢의 면적이다. 즉 
포동지역이 보다 중심 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 컨벤션
센터의 편제는 5개의 단위인 원(园), 구(区), 편(片), 조
(组), 단(团)을 기준 단위로 설계된다. 

원(园)은 엑스포 컨벤션센터 전체를 가리킨다. 엑스포 
원구의 원(园)인 것이다. 구(区)는 전체 원구중에서도 
핵심 주요 구역을 가리킨다. 울리타 구역이기도 하고, 
입장권이 필요한 구역이라는 의미도 된다. 원구가 5.28
㎢라면 구는 3.28㎢에 이른다. 포동지역이 2.38㎢, 포서
지역이 0.9㎢에 해당된다. 

편(片)이라는 개념이 보다 실질적인 개념이 되겠다. 엑스포 원구는 총 5개의 구역
으로 나누는데, 영문을 사용하여 A편구부터 E편구까지 5개의 기능 구역을 호칭
한다. 편구의 평균 부지 면적은 약 0.6㎢에 해당한다. A, B, C편구는 포동지역에 위
치하고, D, E편구는 포서지역에 위치한다. 각 편구의 핵심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조(组)는 여러개의 전시관을 묶어 지칭한다. 즉 연계성 있는 전시관을 여러개의 
전시관을 묶어 조를 짜고, 몇 개의 조를 묶어 하나의 편구가 되는 것이다. 조의 평
균 면적은 0.1㎢~0.15㎢이다. 원구에는 총 12개의 조가 구성이 되는데, 포동지역에 
8개의 조가 편성되고, 포서지역에 4개의 조가 배치된다. 단(团)은 가장 작은 단위
이자, 기준이 되는 단위이다. 기본적으로 각 전시관급 규모를 지칭하는 단위이다. 
단안에는 40~45개의 실내 전시 코너를 마련할 수 있는 규모를 상정한다. 원구내에
는 총 26개의 단이 조직된다. 단을 기준으로 인근에 편의시설, 식음부스, 안내정보, 
쇼핑부스 등의 공공편의시설이 배치된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엑스포 원(园)구는 하나의 핵심구(区)역, 5개의 편(片)구, 12개
의 조(组), 26개의 단(团)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엑스포 컨벤션센터의 주요 건축물
엑스포 원구의 주요 건축물을 대표하여 '1축4관(一轴四馆)'을 꼽는다. 1축4관은 상
해엑스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며, 엑스포 행사후에도 영구 보존
될 건출물로 시공된다. 1축이란 엑스포 원구 중앙을 관통하는 메인 통로인 엑스
포축(世博轴)을 뜻한다. 4관이란 중국관(中国馆), 테마관(主题馆), 엑스포센터(世
博中心), 공연센터(演艺中心)를 가리킨다.

에스포축중국관 테마관

엑스포센터공연센터

▲ 상해엑스포관련 전시장은 상해시에 
총 3개가 있다. 엑스포센터내 전시장, 
인민광장의 전시장, 황피난루의 전시
장이 공식적인 엑스포 홍보 전시장이
다. 3개의 전시장 모두 상해엑스포 계
획을 잘 정리해 놓고있다. 반면 센터내 
전시장은 실제 부지를 볼 수 있다는 이
점이 있고, 인민광장의 전시장은 상해
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
으며, 황피난루 전시장은 세계박람회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특징적이다. 도판의 사진은 황피
난루 전시장에서 살펴본 엑스포 원구 
계획이다. 

◀ 엑스포 컨벤션센터의 5대 주요 건
축물이다. 관련 조감도에 이름을 달았
다. 포동 지역의 중심축에 모두 위치한
다. 5대 건축물은 중국관을 포함하여 
엑스포 운영의 핵심 시설로 기능하게 
될 예정이다. 엑스포 행사후에도 철거
하지 않고, 컨벤션 시설등으로 재활용
하여 영구 보존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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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축(世博轴)은 포동지역 원구내 메인 통로가 된다. 축의 
길이는 약 1Km에 이르고 폭은 110m로 지상, 지하 복합 보행로
가 된다. 화려한 지붕까지 포함하여 엑스포의 랜드마크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개방식으로 설계되고, 건축물내 식
음, 쇼핑, 전시서비스가 가능한 복합형 보행가로 계획된다. 중
국관, 테마관, 공연센터 등 주요 전시관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관(中国馆)은 상해엑스포 컨벤션센터의 대표 전시관이라
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중국관의 독특한 모습은 상해엑스포 프
로모션의 핵심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 거대하고 강렬한 홍
색의 '황제의 관' 모양을 하고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이기
도 하다. 중국내 언론의 관심도 무척 커서, 디자인이 나온 뒤로
도, 시공 시작할 때, 구조물이 올라갈 때, 관이 씌어질 때 등등 
시시각각 보도되고 관심을 모으는 중이다. 엑스포 컨벤션센터
의 건설을 상징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디어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관의 디자인은 '동방의 관(东方之冠)'을 컨셉으로 하고 있
다. 내포된 이념으로는 '동방의 제일(东方之冠), 융성한 중화(鼎
盛中华), 천하의 곡창(天下粮仓), 부유한 백성(富庶百姓)'이라
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관이라는 전통과 위상, 홍색이라
는 혁명의 빛깔이 한껏 자부심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다. 개인
적으로 평가할 때 많이 튀기는 하지만 중국색을 잘 담고 있는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상해엑스포의 주제를 구현할 테마관(主题馆), 엑스포
의 핵심운영관이자 메인 포럼장이 될 엑스포센터(世博中心), 6
개월간 매일 매일 공연이 펼쳐질 화려한 공연센터(演艺中心)
가 핵심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5대 건출물은 모두 포동지역
에 건설된다. 그 외에도 원구내 조성될 엑스포 공원, 포서지역
의 공연무대가 될 특강대무대, 황포강을 넘나드는 유람선 부
두이자 공연장이 될 여러개의 대형도크, 엑스포 전시참가자와 
관계자들을 위한 엑스포촌 등이 특색있는 건축물로 주목받고 
있다. 

상해엑스포 컨벤션센터도 별도로 더욱 자세한 조사,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별권으로 조사보고서를 꾸미도록 하겠
다. 

▲ 위에서부터 엑스포축, 중국관, 테마
관, 엑스포센터, 공연센터이다. 인민광
장 전시장에서 촬영한 관련 건축물의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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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해EXPO 전시

엑스포의 3대 활동이라면 전시, 공연, 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중에서도 메인은 전시이다. 특히 경쟁적으로 각양 각
색의 독립관을 건설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벌리는 국가관은 
엑스포의 꽃이라고 할만하다. 

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는 단위는 공식적으로 국가단위와 국제
기구단위이다. 상해엑스포가 목표하는 참가 규모도 이를 단위
로하여 200여개의 국가와 국제기구를 참가케하는 것이다. 현
대 엑스포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약이 활발하고 규모가 큰 것
을 반영하여 상해엑스포도 기업관 구역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
다. 

엑스포의 전시를 크게 삼분한다면, 중국관, 국가관, 기업관으
로 나눌수 있겠다. 중국관은 주최국의 전시관으로 원구 중심
에 위치하며, 주최국이 심혈을 기울여 건설하고 연출하기 마
련이다. 이번에 중국관은 특색있고 선명한 외관과 더불어 거
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중국 30여개 성급 지역을 총동원
한 지방관도 무척 볼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가관은 참가하는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전시관이다. 국가
관은 참가방식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건관(自
建馆), 임대관(租赁馆), 무료지원관이 그것이다. 자건관이란 마
치 일반 전시장에서 독립관을 꾸미듯이 참가국에 토지를 제공
하고,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설계, 건설, 전시, 운영하는 전시
관을 뜻한다. 엑스포에서 가장 볼만한 전시관들임은 물론이다. 토지 500㎡를 기본 
단위로 하여, 2개 단위 이상 12개 단위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즉 1,000㎡~6,000㎡
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유수한 
국가들이 자건관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자건관으로 엑스포에 참가한

▲ 최근 공개된 한국관의 조감도 이미
지이다. 한국관도 직접 전시관을 시공, 
건설하는 자건관에 해당한다. 한글의 
자모를 디자인 컨셉으로 삼았고, 한국
관 주제는 ‘Cool City, Colorful Life’
로 상해엑스포 주제에 부응하여 설정
하였다. 한국의 역대 엑스포 참가중 최
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기사에 소개된 
이미지를 도판으로 사용하였다. 

◀ 상해엑스포의 전시관 종류를 소개
하고 있는 판넬을 촬영한 것이다. 각국
이 직접 건설하는 자건관, 주최측이 건
설하여 제공하는 임대관, 무료 지원하
는 연합관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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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대관은 주최측이 전시관을 건설하고, 참가 단위에 임대하는 유형을 뜻한다. 일
반적인 규모는 500~2,000㎡이다. 물론 주최측은 임대료를 받는다. 세 번째 유형은 
세계 많은 국가의 참가를 독려하고,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지원관
이 되겠다. 중국은 연합전관을 건설하여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무료로 실내전시관
을 분할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324㎡ 규모를 한 단위로 해서, 특별한 경우 최대 2
개 단위를 제공한다. 

국가관들은 기본적으로 엑스포 폐막후 철거되는 임시 건축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 소방, 환경, 장애인설비, 기타 공공시설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관은 외형 디자인부터 실내전시와 공연, 운영에 이르기까지 참가국들의 명
예와 위상을 건 경쟁과 대결의 장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기업관은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대기업들이 위상을 빛내기 위해 함께 참가한다. 전용 기업관이 위치하는 곳은 포
서지역의 D편구이다. 또한 E편구도 부분적으로 기업이 참가하게 된다. 상해엑스
포는 총 16개의 기업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 2개는 원구 지역에 있던 구공장
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 나머지 14개는 모두 신설이다. 

◀ 자건관을 신청한 각국은 전시관 시
공 디자인을 확정하고 이를 주최측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식 확정한
다. 일찌감치 관련 안을 제출한 여러 
나라는 상해엑스포 프로모션의 한 콘
텐츠로 홍보되고 있다. 사진속의 디자
인은 프랑스관, 스페인관, 네팔관이다. 
인민광장의 엑스포전시장에서 촬영한 
것이다. 현재 상해엑스포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자건관의 디자인 시
안을 근거로 한다면 27개국에 이른다. 

◀ 기업관은 포서지역의 행사장에 위
치한다. 도면의 주황색 표식이 기업관
이 위치하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서 주
최측은 D편구를 기업관존으로 설정하
였고, E편구인 우수 성시 실천구에도 
일부 기업관이 위치할 예정이다. 도판
은 관련 도면을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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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해EXPO 공연 

엑스포 3대 활동인 전시, 공연, 포럼 중에서 이번에는 공연을 정리하도록 한다. 오
히려 이벤트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대다수의 공연외에도 기념일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엑스포 공연 및 활동을 구분하자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상해엑스포 주최측 조직 행사이다. 조직위가 직접 
주최하는 중대하고, 공식적인 행사들이다. 중대한 행사로는 엑스포 개막식, 폐막
식, 중국의 날 행사등이 포함된다. 

상해엑스포 개막식은 2010년 5월 1일 개최된다. 바로 전날 전야제 행사를 조직하
고, 당일 성대한 의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폐막식은 2010년 10월 31일 거행된다. 
엑스포의 성과를 총결하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날 행사는 2010년 10월 1일 즉 
중국의 국경절 당일로 예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1주년을 함께 기념
하게 된다.

그 외 주최측은 엑스포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수의 공연과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준비한다. 거의 매일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일 개장과 
폐막을 알리는 공연부터 시작하여, 음악회, 댄스, 곡예, 마술, 멀티미디어 또는 하
이테크테마쇼 등 다체로운 이벤트를 준비한다. 

두 번째 유형은 참가국측 조직 행사이다. 참가국, 참가 국제단위, 참가 기업들은 
주최측에 신청 및 협의를 통하여 특별한 날을 정하고, 참가국의 날을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의날 행사가 국경절로 예정되듯이, 각 국가의 건국일이거나 이에 준하
는 특별한 기념일에 근거하기 쉽겠다. 참가국의 날 행사는 주최측의 안배하에 원
구내 주요 공연장을 통하여 프로모션하게 된다. 이 날은 집중적으로 그 나라의 문
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해를 돕고, 교류를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우호
를 나누는 행사가 될 것이다. 기타 참가국 및 참가단위는 자신의 전시장내 공간을 
활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세 번째 유형은 기타 조직 행사라고 해야 하겠다. 공식적인 단위의 주최가 아니더
라도 다양한 단위들은 상해엑스포 주최측에 공연 신청을 접수시킬 수 있게 하였
다. 주최측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보다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
획이다. 이러한 행사는 기본적으로 엑스포의 취지, 상해엑스포의 주제, 기타 특별
한 의의들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엑스포의 3대 활동은 포럼, 행사, 포
럼이다. 행사는 각종 이벤트와 공연을 
의미한다. 엑스포 홍보물에서 3대 활
동을 소개한 판넬을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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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공연의 메인 행사장은 공연센터
(演艺中心)라고 할 수 있다. 황포강에 연하여 매우 화려하고 장
대한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문화공연행
사가 가능한 장소로 주최측은 원구내 약 30여개가 준비된다고 
이야기 한다. 주최측은 엑스포 기간내 약 2만여 건의 각 종 이
벤트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연행사 관련하여 필자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위
는 상해문광그룹이다. 상해시는 문화산업분야 관련하여 독점
적인 지위와 위상을 행사하는 메이저 그룹이 존재하는데 그
것이 상해문광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명칭은 상해문
화광파영상그룹(上海文化广播影视集团)인데, 영어 명칭은 
SMEG(Shanghai Media Entertanment Group)이다. 이 그룹은 실제
로는 산하에 상해미디어그룹(SMG), 상해영화그룹, 상해동방
명주그룹등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룹위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해시 담당 정부부서인 상해문광국과 밀착되
어 정책적인 단위로도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엑스포 사무협
조국에 대거 산하 인사들이 파견나가 근무하고 있어, 엑스포
에서도 보이지 않는 실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상해문광그룹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공연센터의 운영
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산하에 수많은 
공연단체는 물론이고, 신문, 방송, 홍보 미디어를 거느리고 있
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 할당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전시는 더욱 더 동적인 구현과 체험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엑스포에서 문화공연활동은 매우 활발할 것이 틀
림없다. 엑스포를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 상해엑스포의 공연은 약 2만여 건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일공연부
터 개폐막식과 각국의 날 행사까지, 각 
전시관 실내 이벤트에서부터 테마광장
과 공연센터의 규모있는 공연까지, 엑
스포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다. 도
판은 엑스포 홍보자료에서 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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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해EXPO 포럼 

상해엑스포의 포럼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엑스포의 포럼은 
엑스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엑스포의 이념, 주제,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인류의 정신적인 유산을 계승하며, 세
계 지성이 교류하는 장이 된다. 

상해엑스포의 포럼의 주제는 당연히 ‘Better City, Better Life’
가 대주제가 된다. 부주제는 세분하여 1) 도시다원문화의 융합
(城市多元文化的融合), 2) 도시경제의 번영(城市经济的繁荣), 
3) 도시과학기술의 창신(城市科技的创新), 4) 도시거주구역의 
건설(城市社区的重塑), 5) 도시와 농촌의 교류(城市和乡村的互
动)가 된다. 포럼의 역할은 21세기 글로벌화의 발전 과정속에
서 인류 도시가 당면한 과제를 돌출하고 해결방안을 연구 제
시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도시 발전을 위한 행동 강
령과 실천 방향을 제공하는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해엑스포 포럼은 고위포럼, 주제포럼, 대중포럼 3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고위포럼은 포럼 위상에 있어 최상위급을 
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엑스포 조직위원회와 UN등 국제조직
이 함께 주최하는 포럼이다. 각 국 국가원수, 국제조직 지도자, 
주요도시 시장, 각계 세계 저명인사들이 참가하게 된다. 고위
포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해선언(上海宣言)>을 체택하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고위 포럼은 주제와 관련하여 거시적
인 관점에서 주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도시의 
비젼을 제창하는 것이 임무가 된다. 

두 번째 주제포럼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상해엑스포의 주제를 탐색하는 포럼이 되겠다. 각계 전문가들
이 대거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제포럼은 고
위포럼에 실제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대중포럼에는 지도와 방
향을 제시하도록 연계되어 운영된다. 주최측은 주체포럼을 매달 3~5일씩 집중하
여 조직할 계획이다. 주요한 임무는 현대 도시 발전 연구의 최신 성과를 총괄하고, 
구체적인 도시 문제점을 돌출, 중국과 세계 도시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중포럼이다. 이 포럼은 상해엑스포를 홍보하고 프로모션하는 것이 중
요한 목적이 된다. 이미 대중포럼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엑스포 사전, 기간, 사
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럼의 예로, <엑스포성시포럼(世博
省市论坛)>, <엑스포구현포럼(世博区县论坛)>, <엑스포국제청년포럼(市博国际
青年论坛)>, <엑스포부녀포럼(世博妇女论坛)>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대중포럼
은 각 중앙정부, 지방정부, 상해시정부등의 단위가 함께 조직하고 있다. 중국교육
부(中国教育部), 공청단중앙(共青团中央)(전국학연全国学联, 전국청연全国青联),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华全国妇女联合会),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 중
공상해시위선전부(中共上海市委宣传部) 등이 주요한 단위로서 대중포럼의 실시
를 책임진다. 

▲ 상해엑스포의 포럼은 주제 구현을 
위한 인류의 지성을 총화하는 장이된
다. 최근에 공개된 상해엑스포 포럼 방
안에 의하면, 고위포럼은 1회 10월 말
경에 원구내 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정이 후반부에 위치한 이
유는 최종적으로 <상해선언>으로 총
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제포럼이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월 1
회 집중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총 6
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개최지는 장강
삼각주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남경, 
소주, 무석, 항주, 영파, 소흥에서 각각 
개최된다. 도판은 엑스포 홍보자료에
서 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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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수도시 실천구와 온라인 엑스포 

상해엑스포의 특색으로 자랑하는 두 가지는 우수도시 실천구
와 온라인 엑스포이다. 이전 역대 엑스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해엑스포가 선보이는 비장의 무기인 셈이다. 

우수도시 실천구는 원구의 5대 편구에서 E편구에 해당한다. 
면적은 15만㎡에 이른다. D편구인 기업관과 함께 포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우수도시 실천구는 주제와 관련하여 전시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세계 우수 사례를 구현한다
는 개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들을 그대로 실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참관객들은 도시 생활의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하도록 의도한다. 

이를 위하여 조직위는 국제조직과 협력하여 국제선정위원회
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과 도시의 우수한 성공사례를 접수받았
다. 총 113개의 사례중에서 40여개는 전시관 형태로, 15개는 실
물 건설로 만들어진다. 삶의 질을 담보하는 거주지, 역사 문화
재의 보호와 활용, 환경을 보호하는 과학기술의 활용, 지속발
전 가능한 도시화의 대안이라는 4개 분야의 실천 사례를 구현
한다. 흥미로운 전시구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엑스포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온라인상의 사이버 상해엑스포를 구현하는 것이다. 온라인 상해엑스포
는 오프라인 상해엑스포보다 먼저 개장하게 된다. 2010년 1월 1일 오픈을 일정 계
획으로 잡고 있다. 물론 2010년 5월 1일은 더욱 보강된 완벽한 온라인 엑스포로 다
시 한 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온라인 엑스포는 다음 4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 가이드, 교육, 전시이다. 첫
째 정보 기능은 시공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온라인의 고유 역할이기도 하다. 상해
엑스포의 이념부터 각 전시물까지 각종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둘째 가이드 
기능이다. 상해엑스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중 하나이다. 5.28㎢이르는 엑스포 
컨벤션센터와 200개국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전시, 수많은 공연과 다양
한 행사들이 준비된다. 이를 친절하고 적절하게 안내하는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 기능이다. 엑스포는 인류의 당대 성과물을 집대성한다.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된다. 온라인 엑스포는 온라인 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동원하여 엑스포
를 통한 교육 기능을 제고하고자 한다. 넷째 전시 기능이다. 상해엑스포는 첨단 
인터넷과 가상현실, 멀티미디어 기술을 결합하여 오프라인의 상해엑스포를 온라
인상에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 최고의 참관객을 맞을 준비
를 하고 있지만, 세계 각지의 대중들이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의도한다. 

특히 전시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최측은 온라인 전시관의 형태를 3가
지로 구분하여 설계할 계획이다. 열람형 전시관(浏览型展馆)(A형관), 체험형 전시
관(体验型展馆)(B형관), 창의형 전시관(创意型展馆)(C형관)이다. 열람형 전시관은 
사이버 전시관의 기본형이다. 실제 오프라인 전시관에 준하여 디자인된다. 체험
형 전시관은 여기에 가상기술을 더하여 더욱 생동감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

▲ 우수도시 실천구의 구현을 위해서 
전용 부지로 E편구를 배정해 놓은 상
태이다. 세계각국의 우수한 사례를 직
접 구현, 전시 구현한다. 직접 구현이
란 1:1 실물 구현을 의미한다. 현재 집
계로는 직접 구현 15개 사례, 전시 구
현 40여개 사례가 계획되어있다. 사진
은 우수도시 실천구의 조감도를 촬영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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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전시관이다. 열람형 전시관의 강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형 전시관은 온프라인 원구와 무관하여 온라인상에 구축
하는 독특한 가상 구역을 상정하여 준비될 예정이다. 참가자
들과 참관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미래 도시를 의도
한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온라인 상해엑스포를 주목하고 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온라인 엑스포를 주관하는 공식 
협력기업인 수정석디지털과기유한공사(水晶石数字科技有限
公司)이다. 이 기업은 본래 컴퓨터그래픽과 건축설계에서 출
발하여 현재는 종합적인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규모있는 기
업으로 성장하였다. 중요하게는 북경올림픽의 디지털 디자인 
공식 협력기업으로 독점적인 작업을 수행한바 있다. 개인적으
로 평가하기에 이 기업은 북경올림픽을 통해 수혜를 얻은 기
업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북경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푸와를 소재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유일한 성공모델을 구
축한바도 있다. 북경올림픽에 이어, 이번 상해엑스포에서도 독
점적인 전문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북경올림픽을 통해서 제공된 각종 디지털 3D 영상물이 바로 
수정석디지털에서 제작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엑스포관
련 디지털 3D 영상물도 독점적으로 제작하게 된다. 현재 프로모션되고 있는 영상
물도 이미 다수이다. 또한 가상현실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해외 다국
적 기업들과 기술협력을 통하여 선진적인 온라인 기술도 체득하고 있다. 일정하
게 규모와 기술이 확인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토대는 중국정부가 
사상 최대의 독점적 작업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다. 수정석
은 북경올림픽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기업의 신뢰도와 능력을 과시
할 수 있었다. 상해엑스포까지 독점함으로써 또다시 비약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향후 중국 문화산업분야 특히 동만산업과 게임산업분야에서 다크호스로 불리우
며 메이저를 향한 질주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 온라인 상해엑스포 홍보이미지이다. 
오프라인의 상해엑스포를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
의 장점과 기술을 활용하여 선진적인 
사이버 전시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상해엑스포는 2010년 1월 1일 
먼저 시범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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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고서 후기 

상해시는 작년 9월 <상해엑스포전 600일 행동계획(迎世博600天行动计划)>을 제
정하여 실천과 프로모션을 보다 본격화하였다. 왜 600일이냐면 북경올림픽을 마
친 시점에서 보니 600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상해엑스포의 본격적인 행사 준비와 
프로모션은 D-데이 1000일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우선 북경올림픽 프로모
션을 국가급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일정하게 자제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600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도 나서지 않으면서 착실히 준비하긴 
했지만 시간을 많이 까먹은 것도 사실이다. 서둘러, 본격적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야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계획은 단순히 엑스포 원구차원이
나 조직위차원이 아니라 전체 상해시 차원의 행동계획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면서 동시에 상해시, 각 구, 각 현의 정부와 공산당 
단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단위가 총동원되는 행동계획이다. 

한창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현 시점은 2009년 5월 1일을 
지나고 있다. 이제 정확하게 D-데이 365일 시점이다. 꼭 1년이 
남은 것이다. 이를 기념하고 다시 만전을 기하자는 각종 행사
가 개최되었음은 물론이다. 시 전체가 상해엑스포 모드로 들
어섰다는 느낌이다. 이제부터의 카운트다운은 보다 실감이 날
만하다. 

본 보고서는 앞에 전술하였듯이 상해엑스포의 기본 정보를 우
선 수렴하여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홈페이지와 각종 문헌으로 
공개정보가 잘 되어 있다. 특별한 내용을 조사, 연구했다기 보
다는 이러한 정보들을 번역하고, 정리하고, 분석한 정도에 그
친다. 본격적인 보고서를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을 갖는다. 향후 
더욱 보강하고, 심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필자 개인의 주
관적인 견해가 다분히 녹아있다는 것도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필자와 함께하는 연구자들은 진지하지만 솔직하게, 현장감있
게 이 작업을 해나고자 한다. 한계와 착오가 있다는 점을 양해바라며, 또한 성실
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다. 

▼ 2009년 5월 1일, 엑스포맞이 1주년
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대규모 기념 행
사가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개최되
었다. 위의 사진은 상해의 동방명주 탑
에서 개최된 행사이며, 아래 사진은 북
경의 천안문광장에서 개최된 행사 모
습이다. 사진 출처는 상해엑스포 홈페
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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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해EXPO관련 참고문헌 목록

* 엑스포 관련한 참고 문헌 목록을 정리한다. 본 보고서는 엑스포 공식홈페이지
와 <中国2010年上海世博会概览>를 주요 참고문헌으로 하였다. 관련 연구자들의 
참고가 되도록 그 외 목록들을 수록한다. 

<世博会与上海新-轮发展”大讨论纪实> 当代上海研究所/上海人民出版社
<2008上海城市经济与管理发展报告> 上海财经大学财经研究所·城市经济规划研究中心  
<城市·生活-2010上海世博会讲坛集粹> 上海图书馆/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城市区域生态要素的研究和信息数据库的构建-以上海世博会区域为例> 王小明 /科学出版社
<二十世纪世界博览会与国际展览局>(法) 加洛潘 著，钱培鑫 译/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海宝伴你游世博-游戏大冲浪>《上海世博》杂志编辑部/上海人民美术出版社出版
<合作与协调-上海世博会管理问题研究> 尤建新，丁洁民，陈迅/同济大学出版社
<上海世博经济研究专论> 陈信康/上海财经大学
<上海世博区域生态功能区规划研究> 车生泉，王小明/科学出版社
<世博的故事> /学林出版社
<世博读本> 宋超/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世博读本(英文版)> 宋超/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世博会规划设计研究> 郑时龄，陈易/同济大学出版社
<世博会与国际大都市的发展> 郭定平/复旦大学出版社
<世博解码-从爱知世博折射2010商机> 文汇出版社
<世博知识小学生普及读本(1~3年级)>《上海世博》杂志编辑部/社会科学文献出版社
<世博知识小学生普及读本(4~6年级)>《上海世博》杂志编辑部/社会科学文献出版社
<世博知识中学生普及读本>《上海世博》杂志编辑部/社会科学文献出版社
<文明的进程：世博会的发展与思考>(美)海勒 著，吴惠族 译/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一切始于世博会博览效应与社会发展> 乔兆红 
<迎世博黑板报设计集锦>《上海世博》杂志编辑部/上海人民美术出版社出版
<中国2010年上海世博会概览>《上海世博》杂志编辑部/东方出版中心
<中国与世博历史记录(1851-1940)> 本社 编/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走近世博会> 中共上海市委宣传部/上海人民出版社
<走近世博会> 上海市老科学技术工作者协会/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走进世博会-世博历史150年>吴敏 著,《上海世博》杂志编辑部/东方出版中心
<走进世博会-世博知识150问>《上海世博》杂志编辑部/东方出版中心
<走进世博会-世博知识150问(新)>《上海世博》杂志编辑部/东方出版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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