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2030부산세계박람회

5
3

1

돳

2

돴
# 방탄소년단 # BTS # 세계 확산

# 이정재 # 부산에 유치해 # X4
뜨모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정
엑스포(박람회)보다 몇 배나 큰 규모
의 5년 주기 뜬등록엑스포뜯, 부산이 처
음입니다.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
기고 지구촌 3대 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뚤 부산이 2030세계박
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뚤 온 국민이
뜨부산에 유치해뜩를 외쳐주세요!뜩
요즘 부산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목소리와 얼굴의 주인공은 바로
이정재 씨다. 도시철도를 탈 때도, 또
버스와 부산 곳곳에서 뜨부산에 유치
해뜩를 외치며 웃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030부산세계박람
회 1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정재 씨. 뜬오징어게임뜯으로 전 세계
적인 인기를 얻은 배우지만 이제 부산
시민에게는 정말 뜬깐부뜯같은 친근한
모습이다.
그가 참여한 2030세계박람회 뜬부산
에 유치해뜯 홍보용 포스터는 450대
버스 랩핑 홍보를 비롯해 2천360대
버스 내 홍보 방송을 진행하고, 도시
철도 승강장과 2만4천대 택시 내부에
도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부산시민의
생활 속에 유치 열기를 가득 불어넣고
있다. 부산뿐 아니라 전 국민 유치 붐
업 차원에서 서울역 등에 뜬부산에 유
치해뜯 대형포스터를 게재하며 전방위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웹광
고를 제작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
다. 이번 광고 영상에는 이정재 씨를
비롯해 자이언티, 원슈타인, 전소미,
오마이걸 아린이 출연했다.
뜬세상에 없던, 세상을 바꿀, 당신이
처음 만나는 새로운 X4의 시작뜯을 슬
로건으로 최근 MZ세대가 열광하는
뜬세계관 마케팅 코드뜯를 광고 영상에
접목했다. 세계관 마케팅은 마블처럼
브랜드만의 세계관을 설정하고 그 속
에서 소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전
략이다. 지난 7월 11일부터 방송과 유
튜브 등 다양한 매체의 전파를 타고
있다.
또 뜬X4 그룹뜯 홍보를 위해 고군분
투하는 뜬X4 엔터테인먼트뜯의 일상을
담은 웹 예능도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
으로 공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X4 그룹 멤버를 띄우기 위한 X4 엔터
테인먼트 직원들(본부장 이호창, 과장
송진우, 대리 박소영, 인턴 시은)의
활약상을 담아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으로
제작된 X4 뮤직비디오도 지난 7월 25
일부터 CJ ENM의 tvN, Mnet, OCN
등 안방 채널을 통해 하루 10회 이상
방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방송, 유튜
브 매체와 공항똴극장 옥외광고 등을
활용한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다양
하게 펼치며 연말까지 대국민 붐업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뒾 X4 웹광고 포스터.
뒿 방탄소년단 홍보대사 위촉식.
듁 서울역 철도 용지에 설치한
뜬부산에 유치해뜯 홍보광고판.
듂 2호 홍보대사 가상인간 로지.
사진출처똴부산일보DB
듃 명예홍보대사 모이쉐 마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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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식 유
튜브 채널(youtube.com/c/2030
busanexpo)에서 만날 수 있는 홍보
대사 방탄소년단(BTS)의 응원 영상이
다. 지난 7월 19일에는 2030부산세계
박람회 3번째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
고 부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위촉식에서 BTS 리더 RM은 뜨둘,
셋 부산뜩으로 뜬방탄뜯 구호를 대신하
는 귀염과 함께 뜨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를 맡게 돼 영광이다. 2030세
계박람회가 꼭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작은 힘을
보태겠다. 오는 10월 열리는 글로벌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
을 펼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를 위해 애쓰도록 하겠다뜩며 2030부
산세계박람회를 향한 전 국민의 관심
과 응원을 부탁했다.
BTS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를 위해 오는 10월 부산에서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전 세계
에 생중계할 예정. 앞으로 진행될 국
제박람회기구(BIE)의 총회 경쟁 프레
젠테이션이나 부산 현지실사 안내 등
부산시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 의지
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관심과 응원
을 모으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두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된 우리나
라 최초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도 올해
하반기에는 BIE 총회용 응원 영상 촬
영 등을 통해 부산 유치 홍보에 힘을
보탠다.
한편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마나(MANA) 그룹
모이쉐 마나 회장을 위촉했다. 마나그
룹은 운송똴 물류똴 패션똴 엔터테인먼트
등과 관련 100여 개사를 거느린 미국
종합예술회사다. 앞으로 BIE 남미회
원국 대상 홍보 활동과 부산 유치 기
원 각종 콘퍼런스 등 다양한 협업활동
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향희 kicihappy1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