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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국민인식 조사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6/20(月)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은 6/20(月) 06:00부터

 문의: 플랫폼운영팀 이상준 팀장(02-6050-3841, 010-3668-6081), 고수현 차장(3842, 010-4064-8047)

국민들,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시 ‘일자리 등 경제효과’ 가장 기대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국민 3,945명 대상 ‘세계박람회 유치’ 설문... 응원 메시지 등 댓글 줄이어

- 부산 유치 시 기대 효과... ① 일자리 등 경제효과(48.7%)   ② 국가 인지도 제고(26.6%) 

                           ③ 지역경제 활성화(19.5%)      ④ 박람회 참여 경험(5.2%) 順

- 부산 강점... ① 세계적 해양물류 중심지(41.7%)   ② 우수한 MICE·관광 인프라(41.6%)

             ③ K-컬쳐를 보유한 문화도시(16.7%)

- 가상체험, SNS 활용 등 참여형 홍보 제안 많아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등록박람회인 ‘2030 세계박람

회’ 유치 경쟁이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시‘일

자리, 소비, 관광 등 경제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6월 3일부터 2주간 대한상의 소통플랫폼(sotong. 

korcham.net)을 통해‘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주제로 

실시한 조사에서 박람회 부산 유치 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에 국민들은‘일자리, 소비, 관

광 등 경제효과’(48.7%)로 답했다. 이어‘한류 확산, 기술력 홍보 등 대한민국 인지도 

제고’(26.6%), ‘인프라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19.5%), ‘엑스포 방문 등 참

여 경험’(5.2%)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1>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

   * 부산시, 경제효과 61조원 추정 : 생산 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원, 일자리 창출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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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大 메가 이벤트 세계박람회 유치... 全국민의 힘 모을 필요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중규모 전문 박람회인 ‘인정박람회’를 2

차례 개최한 적이 있지만, 대규모 종합 박람회인 등록박람회를 유치한 적은 없다. 2030년 

5월부터 6개월간 전 세계 200여국에서 3,480만명(부산시 추계)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부산은 리야드(사우디), 로마(이탈리아)와 경쟁을 벌이

고 있다. 2023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 유치

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도전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55.5%)

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다만,‘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 11.7%로 조사됐으며, 영남권(6.3%)에 비해 영남권 외 지역(15.4%)에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국 단위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30 세계박람회에 부산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구 분 잘 알고 있었다 들어본 적은 있었다 전혀 몰랐다

전   국 55.5% 32.8% 11.7%

영남권 外 43.7% 40.9% 15.4%

영 남 권 72.8% 20.9%  6.3%

 * 2021.12 부산시 조사, 전국‘잘 알고 있다’(17.3%) 대비 38.2%p 증가

 
부산의 유치 경쟁력은 ‘세계적 해양물류 중심지’와 ‘우수한 MICE · 관광 인프라’ 

  경쟁국 대비 부산이 가진 강점을 묻는 질문에는 ‘세계적인 해양물류 중심지’(41.7%)

와 ‘우수한 MICE·관광 인프라’(41.6%)라고 답해 동북아 해상중심지이자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한 부산의 위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K-컬쳐를 보유

한 문화도시(16.7%)> 

<그림2> 2030 세계박람회 경쟁국 대비 부산이 가진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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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조사에는 3천 5백 건에 가까운 응원 댓글과 함께 부산유치

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글로벌 전시역량과 풍부한 관광자원,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까지 갖춘 부산이 세계박람회 

최적지입니다!(40대 수도권 회사원)

부산의 이름을 드높이고 2030부산박람회의 개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세계적인 해양물류의 도시, 관광시설이  

풍부한 바다의 도시, 무역․수출입이 활발한 도시 부산! (40대 영남권 자영업자)

  특히‘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0.7%로 가장 많았으

며, SNS 활용 글로벌 챌린지 시도, 메타버스 활용 가상박람회 체험 등 참여형 홍보에 대

한 제안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전 국민의 응원과 관심(19.9%), 부산의 경쟁력 부각

(16.3%), 인프라 확충 등 정부투자 확대(11.2%)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그림3> 댓글 분석(단순 응원 댓글 제외)(%)     

  부산세계박람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박동민 사무국장은“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지

지와 열망이 내년 3월 예정된 유치실사단의 중요한 체크포인트”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참고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 2022.6.3(금)~6.16(목)

조사대상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3,945명

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 온라인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