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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엑스포는 해양엑스포

In preparation of this book, I coined a new word “Oceanexpology” to define “strategy and
identity of Ocean Expo.” e new word, not registered at a dictionary. Expo has been always
a showcase presenting the progress of science & technology to the public. Here I am present-
ing the term Oceanexpology as a linguistic showcase. e book is my complimentary sum-
mary of Yeosu Ocean Expo based on my integrated and multi-layered experiences and
thoughts accumulated for the last years researching and working as a ocean culture and Expo
Humanist.

이 책에서 ‘해양 엑스포의 전략과 실체’를 규정짓는 새로운 말 ‘오션 엑스폴로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조어입니다. 엑스포는 언제나 새로운 과학기술이 선보이는 쇼케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션엑스폴로지라는 신조어를 언어적 쇼케이스로 제출합니다. 
이 책은 해양문화학자로서, 또한 오랫동안 엑스포에 관계해온 인문학자(엮음/주강현)로서 
융합적, 중층적인 여러 생각들이 바탕이 된 여수엑스포의 종합판입니다. 



2012’ Yeosu Expo is
an Ocean Expo
The  only one guide book on Yeosu Expo both in English and Korean!
- More than 500 pictures, vivid and beautiful
- A must have high-quality souvenir
- A guide to understand and prepare the future of the world oceans
- A final touch of Oceanexpology to open the future marine vision after the Expo
- Compilement of messages from ocean leaders of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Wrap up 93 day-voyage of 2012’ Yeosu Expo with this book.
The book is for you:

- Foreigners who want see a big picture of Yeosu World Expo
- ose who had no chance to visit the Expo or only had a glimpse of it or want to review the nature of the Expo
- e working members of the Expo who want to reaffirm the oceanic significance of the Expo
- ose who seek comprehensive and professional learning on the operation principles of the world expos and different

exhibition strategie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Editor Kang-Hyun Joo 
Chair Professor of Jeju University, a leading marine culture scholar and humanist. He has written more than 45 books and published a series of books on
Expo including <Shanghai World Expo> and <World Expo 1851-2012>. (asiaba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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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VING OCEAN & COAST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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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Ocean 
The one DREAM

여수엑스포의 유일한 영어･한국어 동시 판본!!

- 500장이 넘는 생동감 넘치는 사진 판본

- 유수의 디자인과 품격으로 여수엑스포를 기념하는 영원한 소장본

- 세계 각국의 해양을 이해하고 바다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다책

- 포스트 엑스포를 생각하며 해양 비전을 여는 오션엑스폴로지의 결정판

- 한국의 오션리더들과 각국 국제관의 대표들이 보내는 바다의 메시지

단 한권으로 끝내는 2012 여수엑스포 93일간의 항해!
이 책은 이런 분들을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 한국이 주최한 세계엑스포의 전체상을 한권으로 이해하려는 외국인들

- 엑스포를 구경하지 못한 분, 구경은 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한 분, 열심히 보았으나 전체적 맥락을 다시 이해하려는 분

- 엑스포 실무자로서 자신이 활동한 엑스포의 해양적 성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려는 분

- 세계엑스포의 작동원리와 각국의 전시 방식 등의 종합적 전문적 이해를 구하려는 분

저자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해양문화학자이자 인문학자. 45권의 단독 저서를 펴냈으며 
<상하이엑스포>, <세계엑스포 1851-2012> 등 엑스포 전문서를 펴냈다(asiabada@hanmail.net).



포스트 엑스포를 위한 바다의 메시지

TheOcean’sMessage
forPost-Expo  
Herehumansandeachandeverylivingthing inhabitingtheoneearthandtheoneocean
presentanever-lastingmessage tomaintainthespiritofYeosuExpo“LivingOcean& Coast” forever.
하나 밖에 없는 지구, 하나 밖에 없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그 모든 생물체가 

여수엑스포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고자 불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Iam dugong. My peaceful life is threatened by human activities destroying my
home and driving me on the verge of extinction. I pray for peaceful co-existence

with humans. Turtles and corals are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marine life in Yeosu
Expo. Our extinction will be the tragedy for humans as well as oceans. Disappearing
mangrove forest will lead a catastrophic result to humans.

- On the behalf of marine life invited to Yeosu Expo

우리들 듀공은 평화롭게 살아왔으나 인간에 의해 서식지가 사라지고 멸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인간과 공생하길 원합니다. 또한 여수엑스포에 가장 많이 등장한 해양생물은 거북이와 산호

입니다. 우리들의 소멸은 바다의 비극이며, 인간들에게도 비극일 것입니다. 우리들 맹그로브숲의 소

멸도 인류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 여수엑스포에 초대받은 해양생물을 대표하여 

The Ocean is indispensable to the well being of humankind and provides the
foundation for future prospe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care the ocean

is to care our human beings. We call on peoples all over the world to take Expo 2012
Yeosu as a launch pad to collaborate with joint efforts and actions in protecting a clean
and healthy ocean and wisely utilizing ocean resources, and to build together a world
of mankind and ocean in harmony.                          - Zhao Zhenge, Commissioner China Pavilion

해양은 인간의 웰빙에 필수 불가결하며 미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해양을

잘 보살핌은 우리 인간을 보살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사람들에게 2012 여수엑스포가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데서 공동노력과 행동을 도모하고, 인간과 해

양이 조화를 이룬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길을 놓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자오 젠제, 중국관 정부대표

The future of our families, communities and countries worldwide depend on each
and every one of us finding our own personal connection to the ocean and tak-

ing an active role in protecting and conserving its many resources. Expo 2012 provides
an international stage to engage millions of people and highlight the critical role of col-
laboration in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 Philippe Cousteau Jr, Chief Spokesperson, USA Pavilion 2012

가족과 사회, 그리고 세계의 미래는 바다와 교류하고 자원을 보호 및 유지하려는 개개인의 능동적 자

세에 달려있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무대이며, 지속가능

한 미래를 창조함에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필립 쿠스토 주니어, 미국관 대변인

More than an enunciate, the Expo Yeosu theme e Living Oceans and Coast, em-
bodies a compromise that, aside from nationalities, race or geographical location,



TheOcean’sMessage
forPost-Expo

concerns all the humanity. As a lighthouse in the in front of the sea, it irradiates a message
to us all, and acts also a warning of the importance to make a rational use of the planet
resources for actual and future generations.        - Alberto E. Massa, Commissioner General of Peru

여수엑스포가 선언하는 주제 ‘살아있는 바다와 숨쉬는 연안’은 국적, 인종, 지정학적 위치를 뛰어넘

어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절충안을 포함합니다. 마치 바다 앞 등대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메

시지를 비추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경고로서

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알베르또 마싸, 페루관 대표  

Humankind have explored ocean and seas without any consideration on their entity,
but alarms sound from the ocean through rising water temperature, ocean acid-

ification, species extinction and biodiversity. We aware now that human ethics and re-
sponsibility should be extended to the ocean and seas where precious value of nature is
embedded.                                          - Chul-Hwan Koh,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간은 바다를 무심코 이용해 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해양환경은 극도로 나

빠져 버렸습니다. 이제야 겨우 우리는 바다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다보호는

인간의 윤리이자 책무가 되었습니다.                                                      -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For 15 years, we have dreamed with Yeosu about developing Korea into something
bigger than itself. is vision involved developing Korea into a leading maritime

nation that stands tall in the ocean area. Now that we have hosted a future-oriented,
ocean-themed World Expo together with the dedicated collaboration of 104countries,
we have thus laid a powerful foundation for leading the next 100 years for the develop-
ment of the southern coast as well as the next millennium for Korea as a maritime pow-
erhouse. In doing so, we have begun the first step towards building our dream of a
Marine-topia for the future of human civilization.                                       

- Young-Suk Kim, Director of International Pavilion, Organizing Committee for EXPO 2012 Yeosu Korea

우리는 한국을 바다에 곧추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해양비전으로 여수와 함께 15년을 꿈꾸었

고, 오늘날 104개국과 함께 미래지향적 해양엑스포를 구현하였으니, 이로써 남해안의 미래 100년, 해

양강국 천년, 인류문명의 마린토피아 시대를 이끌 중대한 근원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 김영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국제관장

Yeosu Expo reconfirmed that Climate Change is the global issue covering polar re-
gions & oceans. For the sake of Sustainability of the Earth, I expect that the role

of polar & ocean experts could be enlarged through this Expo.
- Hong Kum Lee, President,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기후변화 문제가 극지와 해양을 포함하는 전 지구적 문제라는 것을 여수엑스포가 재확인시켜 주었습

니다.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극지와 해양 전문가들의 역할과 기여가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더 확

대되길 기대합니다.                                                                               - 극지연구소 소장 이홍금

The oceans will continue without humans.But humans cannot continue without
the oceans.   

- Chul Park,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Expert Group, UN Regular Process

인간이 없어도 바다는 지속되지만,  인간은 바다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 박철, 충남대 교수, 전 한국해양학회장, UN해양환경평가 전문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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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ibuting 
Oceanexpology

Yeosu Expo from oceanic view

is book is to enlighten the nature of 2012 Yeosu
Expo. It is the first Ocean Expo held in the 21st
century in history. However it seems that the main
theme, the Ocean is attracting less interests while
entertainment and play are highlighted. It is time to
review why Korea spared no efforts to host the
Expo and what the ocean world intended to accom-
plish from hosting the Expo.
In preparation of this book, I coined a new word
“Oceanexpology” to define “strategy and identity of
Ocean Expo.” e new word, not registered at a
dictionary. Expo has been always a showcase pre-
senting the progress of science & technology to the
public. Here I am presenting the term Oceanexpol-
ogy as a linguistic showcase. e book is my com-
plimentary summary of Yeosu Ocean Expo based
on my integrated and multi-layered experiences and
thoughts accumulated for the last years researching
and working as a ocean culture and Expo Human-
ist.  

Q 1. what if scattered documents are not com-
piled now?
Various materials and documents are collected from
leaflets to booklets prepared by participating coun-
tries. e amount of useful information varies in
countries. Only about 20 countries run a web site
on its pavilion. ere are many countries which
provide almost no information. e official Expo
web site also failed to offer enough information to
fulfil the curiosity of those who want to learn more
than a simple description. It may be an inevitable
result of nonprofessionals’ mistake to overlook its
main theme, the Ocean.
It is expected to have a white paper after the Expo is
over. But concrete reality is hardly found in a statis-
tics-oriented white pap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gure out the real intention of each pavilion’s exhi-
bition by only giving a hurried glance. Besides, it is

not an easy job to see each and every pavilion.
Many perceive Yeosu Expo from hearsay or media
reports. Media coverage is also limited to repeating
short straight reports, shortfall of profound investi-
gation. at is why high-quality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Ocean Expo is rarely found.
erefore here I dedicate this book, keeping the
power and significance of record in mind. It is my
contribution to those who may be curious about
Yeosu Expo decades later. ere is a Korean saying,
“He should solve the problems he himself created.”
As I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cess of Yeosu
Expo from the bidding to master plan, it is also my
duty to give the finish. It is my expectation that the
book is widely used as an archive of Yeosu Expo in
the future. Only limited number of foreigners had
chances to visit the Expo. I wish the book to be an
opportunity to share common concerns on the
ocean. 

Q 2. isn’t Yeosu Expo an Ocean Expo?
Culture, arts and entertaining performances are
necessary to attract visitors but they are not the
main purpose of Ocean Expo. e essence of
Ocean Expo is definitely the ocean itself. Harmful
influences of Expo operated mainly for fun were
clearly proved early in 1894 Chicago Expo’s Mid-
way Park. More visitors are good but if the ocean-
oriented mind is lost to increase the number, it is no
more an Ocean Expo.
Digital fatigue was prevalent at the Expo. As Um-
berto Eco once said, “without a paper book, there is
no future for a digital book.” It seems like enforcing
people to see dozens of films in a day. As there were
few analogue exhibitions,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 museum displaying relics of the Expo. I am
sorry that the Expo placed too much priorities in
showcasing digital advancements on expenses of the
harmony of analogue and digital.
e essence of Yeosu Expo is the eme and Sub-
theme pavilions and more importantly Interna-



tional pavilions. We have to draw out challenges
facing the all humankind from exhibitions in inter-
national pavilions. Following World Fishery Expo at
Saint Petersburg and Bergen in the 19th century
and Marine Expo at Okinawa and Lisbon in the
20th century, the 21st century’s first Ocean Expo
was finally held at Yeosu. Nevertheless, we had hard
time in bringing out the “Ocean” Expo. Even in of-
ficial documents defining Yeosu Expo, quoted on
this book the Ocean is not centered around. One
explanation can be found in the process of decen-
tralization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Yeosu Expo hosting organization as it
deteriorated the comprehensive marine policy and
Yeosu Expo was not free from the effects. Fortu-
nate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social interest in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marine policy.
erefore rediscovering the value of “Ocean” in
Yeosu Expo is a rite of passage.  
e shortfall of local citizen’s participation was re-
gretful. ough considerable discussions were made
in the early stage of preparation, only limited partic-
ipation of local marine world was realized. It is also
sorry that no domestic or international NGOs
joined. It is a kind of irony that the Expo themed
on environmental issue didn’t attract NGOs. Is it
because of nationalistic nature of Expo or NGO’s
lacking interest?  

Q 3. e Only Ocean, how to build common
global strategy and the future of ocean?
In this book, countries are arranged into three parts
according to the Pacific, the Atlantic, and the In-
dian Ocean not like the arrangement of Yeosu
Expo’s international pavilions. It is because we see
international pavilions based on distribution and
features of the world oceans. At the Expo, many
small countries were collected in several “joint”
pavilions. But this book allocated a separate page to
each country. Whether a country is small or devel-
oping doesn’t mean its ocean has less significance.
Rather it is true small and poor countries usually are
home to biodiversity of coral reef, mangrove forest
and turtle, requiring even more attentions.
We need to take notice of changing global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strategy suggested at
Yeosu Expo. e Expo reaffirmed global challenges
to secure sustainable future. Marine ecosystem’s
changes due to climate change, increasing needs
and problems of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due
to depletion of land resources, intensifying competi-
tion of governing authority to acquire the territorial
rights and Blue Economy, the marine future vision
are worthy of note. As well as the spirit of Yeosu
Declaration, global alertness raised at the Expo
should continue to be explored after the Expo is
over.

Q 4.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message of the
Expo?
Different view finds different evaluation on the
Expo. First, there are many who doubt why to
bother to hold construction-oriented Expo wasting
enormous time and money. We need to carefully
listen to their voice why they believe an Expo is use-
less. Second, many people praise benefits of Expo
like regional development, enhanced national status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al-
ways exaggerated political calculations hidden be-
hind these praise. en what is the real legacy of
Yeosu Expo?
One legacy is that Yeosu Expo provided an oppor-
tunity to common people to find out amazing won-
ders of the ocean. Surprisingly various oceans were
offered to those who didn’t have much interest in
the ocean. It is said that the shocking experience of
Walt Disney at an Expo where he visited with his
father as a little boy made him create the Disney
World. I believe young boys and girls who experi-
enced Yeosu Expo today will grow up to actively se-
cure and develop the future of the ocean tomorrow.
No one can say for sure what flower and fruit this
small seed make in the future. But I sincerely believe
at least some of the kids find lessons from Yeosu
Expo and form a grand forest to protect the ocean
just like a mangrove forest. e biggest fruit of
Expo’s legacy must be the investment in future gen-
eration.

Q 5. isn’t the book, a comprehensive summary



of Yeosu Expo issued too late?
is book is edited for the world readers as well as
Korean readers. English text is relatively longer than
Korean text. Korean readers may yield a step to for-
eign readers.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the offi-
cial web site, blogs, each country’s Expo-related web
sites and facebook pages, leaflets, printed copies,
press release, books and my own observations on
each pavilion. A shortfall of consistency was in-
evitable because of different sources. I visited every
pavilion to write this book. I also checked every ex-
planation attached to exhibitions at pavilion. While
some pavilions provide detailed and accurate infor-
mation, surprisingly many countries had almost no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know what would be exhibited be-
fore the Expo is open. International pavilion, so
called “the flower of Expo” doesn’t unveil its con-
tents until the opening ceremony. In many cases,
official catalogues released at the opening ceremony
don’t match with actual exhibitions. erefore, only
after the Expo is open to the public, real documents
can be collected.
In general, a white paper is released after the Expo is
over. Few case is found to compile all the docu-
ments of an Expo and publish the result before the
closing ceremony. Maybe it’s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s to collect materials, take pic-
tures, arrange and analyze collections, write texts,
translate, do proofreading, design and print. is is
my excuse of releasing the book at the end of July.
Still, I regret if I had more time and could have pre-
pared the book before the opening to publish a
complete book at the early stage of the Expo.

Q 6. are we all participating in making this
book?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are more than 50
messages from not only Korea but also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n ocean leaders sent messages
containing their ideas on Post-Expo. It is their belief
that the ocean world should bravely embrace the
good and bad results of the Expo in order to secure
sustainability and create a bright future of the
ocean. What are the real legacies of Ocean Expo.

Sustainability of the ocean and coast, future vision
of Blue Economy and other assets found out
through the Expo cannot be preserved and devel-
oped by a single country but in cooperation of the
whole world.
Many international pavilions including China,
USA, Belgium, Netherlands, Peru and Oman sent
solidarity messages. Voices of dugong, sea turtle,
coral reef, mangrove forest, manganese nodule, deep
sea oil and methane gas are also contained. We have
the “only one ocean” where humans, the nature, an-
imal and natural resources should coexist. So not
only those 50 people who sent messages but also
everyone who loves and concerns the ocean, coral
reef and turtle are all co-authors of the book.

ere are many shortfalls of the book due to differ-
ent reasons like the lack of time. I apologize for
small pictures and letters. Only limited number of
pictures were contained in editing a dictionary-like
design. e letters of text had to be small to provide
both English and Korean description. You may find
it a good encyclopedia of marine nature of Yeosu
Expo. I have expectations the book can be helpful
for the people of the world who dream of “Living
Ocean & Coast,” as it is a comprehensive compile-
ment of discourse of the international citizen held at
a coast of the northwest Pacific in the early 21st
century. An archive covering more information, is-
sues and missed records in this book is to be pub-
lished one day. Needless to say, the book doesn’t
have “hidden stories” behind the Expo. Here I give
my words that one day those behind stories will be
open to the public when the time comes.    
e book consists of my Expo series following
<Shanghai World EXPO> in 2010 and <World
EXPO 1851-2012> in 2012. If time allows, I am
planning to write Yeosu Expo archive. e country
that maintains complete records will lead the fu-
ture. e country that preserves the ocean will se-
cure the future. As there is one Earth, the Ocean is
one. I contribute Oceanexpoloy praying for the
only one Ocean to be “Living Ocean & Coast” for-
ever.

25 July, 2012  About 20 days before the closing 
Kang-hyun, Joo



이 책은 2012여수엑스포의 본질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둡니다.
박람회 역사상 21세기에 첫 번째로 열리는 해양박람회입니
다. 그럼에도 주제인 해양이 미흡하게 인식되고 흥행과 놀이
가 오히려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오랜 공력을 들여 박
람회를 유치했으며, 유치를 주도한 해양계의 의도는 무엇이
었을까요. 재평가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 책에서 ‘해양엑스포의 전략과 실체’를 규정짓는 새로운
말 ‘오션엑스폴로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조어입니다. 엑스포는 언제나 새로운 과학기술이 선
보이는 쇼케이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션엑스폴로지라는 신
조어를 언어적 쇼케이스로 제출합니다. 이 책은 해양문화학
자로서, 또한 오랫동안 엑스포에 관계해온 인문학자로서 융
합적, 중층적인 여러 생각들이 바탕이 된 여수박람회의 개괄
적 종합입니다.

Q 1. 흩어진 자료들을 당대에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국가별 리플릿, 소책자 등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홈페이지는 20여 국에 불과하며, 자료 없
이 참가한 나라도 많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전문적 깊이보
다는 단순 정보제공에 그칩니다. 해양과 무관한 비전문가들
이 정작 박람회의 핵심인 해양을 놓친 결과입니다. 
엑스포 이후에 백서가 발간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수치 위
주의 백서로는 구체적 실상을 알기 어렵지요. 주마간산(走馬
看山) 식의 관람 후 각 전시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100% 모든 전시관을 구경하기도 어렵습니다.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풍문, 언론 보도만으로 여수엑스포를
이해합니다. 언론보도도 정보력 제한이나 내용적 깊이가 없
는 단순 나열식 보도자료가 많습니다. 해양엑스포의 본질에
접근한 고급정보가 드문 이유들입니다.
이에 기록의 힘, 기록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남깁
니다. 혹시 수십 년 뒤에 여수엑스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
이 벌어졌는지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헌정하고자 합니다. 한
국 속담에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지요. 박람회 유치
로부터 마스터플랜 수립까지 관계해 온 입장에서 결자해지로
마무리 필요를 느꼈고, 이에 본 출간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여수엑스포의 아카이브로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제한
된 외국인만이 이번 박람회를 구경하였습니다. 책을 통해서
나마 바다를 공동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Q 2. 여수엑스포는 해양엑스포 아닌가요?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공연예술 기획은 필수적이지만 해양엑스
포의 주목적은 아니지요. 해양엑스포의 본질은 당연히 해양 그
자체입니다. 흥행몰이식의 박람회 전통은 일찍이 1894년 시카고
박람회 미드웨이에서 그 피폐성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지요. 관
람객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나, 숫자에 연연하여 바다 중심
사고를 망각했다면, 그건 해양엑스포가 아니지요.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피로감이 만연합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말했지요. 종이책이 없다면, 전자책의 미래도 없다! 영화 수
십 편을 같은 날 의무적으로 강요한다는 느낌입니다. 아날로
그전시가 드물기 때문에 박람회 유물로 만들어진 박물관은
생각도 못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를 무시하고 디
지털만으로 내몰아간 것 아닐까요. 
박람회의 핵심은 주제관과 부제관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
제관입니다. 국제관의 해양 전시에서 인류 전체의 과제를 도
출해야 합니다. 19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베르겐의 세계수
산박람회, 20세기 오키나와와 리스본의 해양박람회, 그리고
21세기 여수에서 마침내 해양박람회가 개최된 것이지요. 그
럼에도 왜 우리는 여수엑스포가 해양엑스포임을 부각시키지
못했을까요. 이 책의 본론에 그대로 인용된, 여수엑스포를 정
의하는 공식적 문건 어디에도 해양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여수엑스포를 유치한 해양수산부가 분산 해체되는
과정에서 바다통합정책이 약화되고, 엑스포 역시 영향을 받
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한국에서는 해양통합정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엑스포의 해양엑스포
로서의 재인식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입니다. 
주최도시인 여수시민의 해양적 동참이 아쉽습니다. 유치 초
기단계에서는 논의가 많았는데, 지역 해양의 동참이 제한적
이었습니다. 국내외 해양NGO가 보이지 않음도 안타깝습니
다. 엑스포 주제가 환경적으로 설정되었음에도 NGO가 안보
임은 역설이지요. 박람회의 국가주의적 속성 때문일까요,
NGO의 무관심 때문일까요. 

Q 3. 하나 밖에 없는 바다, 글로벌 해양 전략과 바다의
미래를 공유한다면?
이 책은 국제관의 전시관 배치와는 다소 무관하게 태평양, 대
서양, 인도양이라는 3대양 중심의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해양의 분포와 특질이라는 점에서 국제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가 모인 연합관이 있습니다만, 별도의

prologue
오션엑스폴로지를 헌정하며
해양중심적 시각으로 바라 본 여수엑스포 



독립 페이지에 할당하였습니다. 나라가 작다거나 개발도상국
이라고 하여 그들 나라의 바다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
문이지요. 작은 나라일수록 산호, 맹그로브, 거북이 등의 생물다
양성 보고인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주목을 요합니다. 
여수엑스포에서 제기된 글로벌 해양 환경의 변화와 해양 전략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세계의 과제
가 이번 엑스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
계의 변화, 육상자원 고갈에 따른 해양 자원 개발 수요의 증가와
문제점, 영해권 확보를 위한 해양 관할권 경쟁 심화, 해양적 비전
인 블루 이코노미 등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수선언｣의 선언적 의
미 못지않게, 엑스포에서 제기된 세계적인 문제의식을 엑스포 이
후에도 이어나가야 합니다. 

Q 4. 여수엑스포의 종합판인 이 책은 왜 발간이 늦어졌
을까요? 
한국 독자 뿐 아니라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습
니다. 영문이 한글에 비해 분량도 상대적으로 길지요. 한국어
독자들은 외국인에게 ‘양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들
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블로그, 각국의 엑스포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리플릿, 복사물, 언론 보도자료, 각종 도서, 그리고
필자가 전체 전시관을 100% 참여관찰하면서 분석한 시각 등
이 모두 활용되었습니다. 저마다 쓴 자료이기 때문에 통일성
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엑스포 각 전시장의 전시물에 붙어있
는 설명문을 일일이 확인하여 옮기는 작업도 거쳤지요. 정확
한 자료를 제시한 전시관도 있지만 자료 없이 참가한 나라가
의외로 많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떠한 엑스포도 개막 전까지는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는지
전모를 알기 어렵습니다. ‘엑스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제
관은 개막식에 이르러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막식 전후
에 발간되는 공식 도록은 실제 전시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
니다. 따라서 개막 이후에 엑스포의 전모를 제대로 알 수 있
는 종합판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종합판은 대개 박람회 이후에 백서 형태로 정리됩니
다. 엑스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엑스포의 총체적인 자료를
집대성하여 발간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개막
식 이후부터 계산하여 자료 수집, 사진 촬영, 정리, 분석, 집
필, 번역, 감수, 디자인, 편집, 인쇄 등의 필수적 공정을 생각
해 본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7월말에 와서야 겨우 발
간된 사정이 이와 같습니다. 개막식 전에 미리 준비하여 보
다 완벽한 책자가 개막 초기단계에서 출간되었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Q 5. 이 책의 필자는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권두에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관에서 보내온 메시지들이 무려

50여건 실려 있습니다. 한국의 오션리더들이 포스트 엑스포
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오션리더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수엑스포에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세계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보
장하고 해양의 미래를 내오기 위해서는 이번 엑스포의 성과
를 과감히 해양계 전체의 유산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해양엑스포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연안과 바
다의 지속가능성, 블루 이코노미의 미래 비전 등은 반드시 우
리뿐 아니라 세계가 함께 안고가야 할 자산임을 재확인합니
다. 
중국,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페루, 오만 등 여러 국제관 대
표들이 동참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초대
받은 듀공, 거북이, 산호초, 맹그로브 숲, 망간단괴, 해저 원
유와 메탄가스 등의 목소리도 실었습니다. 인간과 자연, 생물
과 자원이 모두 함께 가야할 ‘하나 밖에 없는 바다’이기 때
문이지요. 따라서 그들 50여 분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
의 바다를 생각하는 모든 이, 전시관에 등장한 산호초, 거북
이 등도 이 책의 공동필자랍니다. 

부족한 시간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 책의 한계는 자명합
니다. 작은 크기의 사진, 글씨체 등의 이해를 구합니다. 사전
식으로 편찬하다보니 제한된 사진만 쓸 수밖에 없었고, 두 가
지 언어로 병기하다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제한적 내용으로
축약하였습니다. 엑스포의 해양적 실체를 알려주는 사전으로
활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바다, 숨쉬
는 연안”을 꿈꾸는 세계인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21세기 초반, 북서태평양 일원에서 벌어졌던 세계
인의 바다축제에 관한 종합적 축약본이기 때문이지요. 못 다
한 기록들, 즉 여수엑스포의 방대한 아카이브는 별도 기회에
발간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책에서는 공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하고 있으며 ‘숨겨진 이야기’들은 추후의 약속
입니다. 
이 책은 <상하이엑스포>(2010), <세계박람회 1851-2012>를
뒤이은 연속작업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추후에 여수엑
스포 아카이브를 내놓을 생각입니다. 기록을 제대로 남기는
나라가 미래도 선점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를 제대로 챙기는
나라가 미래도 쟁취할 것입니다. 지구가 하나이듯 바다도 하
나이지요. 하나뿐인 바다가 영원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 되기를 희구하면서 오션엑스폴로지를 헌정합니다.

2012년 7월 25일 폐막을 20여 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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