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의 자매도시 상하이는 세계박람회 개최로 중국이 미국과 함께 뜬세계 빅2뜯로 도약하는 데 중추 역할을 했다(사진은 중국 상하이 전경).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는 올림픽(하계)똴 월드컵(축구)과 함께 뜬 지구촌 3
대 메가 이벤트뜯 로 불린다. 그러나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세계박람회를 결코 따라올 수 없다. 세계박람회는 개최
도시는 물론 국가 전체의 대변혁을 이끈다.

런던똴파리 세계도시 발돋움
세계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영
국 런던, 가장 많이 개최한 프랑스 파
리는 오늘날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도
시로 우뚝 섰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
국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뉴욕과 시
카고,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샌
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애틀, 샌
안토니오 등 다양한 도시에서 열린 세
계박람회가 큰 역할을 했다.
세계박람회 개최로 도시 면모와 위
상을 일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과
관광똴문화똴도로 등 도시 발전 인프라
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도시 개발과 개

조똴재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낙후지역
을 되살려 도시 균형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해 시민 삶과 도시 전체에 골고루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국, 국가 차원 상하이박람회 지원
부산의 자매도시 상하이는 중국이
미국과 함께 뜬세계 빅2뜯로 도약하는
데 중추 역할을 했다. 중국은 2008베
이징올림픽과 2010상하이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잠에서 깬 용 중국의 포
효를 알렸다. 중국은 뜬모든 것은 상하
이세계박람회로 통한다뜯라며 성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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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런 노
력에 힘입어 뜬더 나은 도시뚤더 나은
삶(Better City뚤Better Life)뜯을 주
제로 열린 2010상하이세계박람회는
당시까지의 박람회 관련 기록 대부분
을 갈아치웠다.
박람회장의 규모부터 뜬중국뜯다운
위용을 뽐냈다. 전시장은 상하이를 남
북으로 가로지르는 황푸강 난푸대교
와 후푸대교 사이 동서 양안에 주 전
시 구역인 푸둥 393만㎡, 보조 전시
구역인 푸시 130만㎡ 등 총 523만㎡
에 달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7천308만 명
에 이른 방문자 수도 최대 기록이다.
하루 최다 입장객 수도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 정부는 전
폭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똴문화강국으
로서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 기폭제
이자 국민통합 디딤돌로 박람회 효과
를 극대화했다.
상하이박람회가 열린 황푸강 양안
은 방직공장 등이 있던 자리로 중국
정부는 박람회를 기회로 낙후된 이 지
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했다. 각종 기반
시설 조성에도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
었다. 그 하나로 도시철도 199㎞를 새
로 놓았다. 1982년 처음 건설된 상하
이의 도시철도는 총연장 420㎞로 세
계에서 가장 긴 도시철도가 있는 도시
의 하나가 됐다. 특히 중국관과 세계
박람회센터, 문화센터, 주제전시관 등
은 박람회 이후에도 다양하게 활용돼
도시를 풍성하게 하는 자산이 됐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상하이는 무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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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비즈니스 도시, 아시아의 금융
중심이었다. 세계박람회 이후 중국 최
대 물류똴금융똴해운똴서비스산업 중심
이자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 한 단계
더 발돋움했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발전 기폭제
상하이박람회에는 북한이 세계박람
회 사상 처음으로 참가했다. 공식 명
칭이 뜬조선관뜯인 북한 전시관의 주요
전시물은 전통 기와 정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평남 강서
군 고구려 고분벽화 복사본과 고분 모
형 등이었다.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북한이 참가한다면 남북 화합
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도시 발전의 상승효과가 엄청날 것으
로 전망한다. 박람회가 열리는 부산항
북항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활력을
되찾고, 가덕도신공항 개항, 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이 윤택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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