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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을 주제로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에

서 열렸고,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메가 이벤트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

를 전후로 해외 언론은 여수를 어떻게 보도해 왔는가를 시기별로, 동·서양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해외 언론들은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술적 첨단성과 문화적 독창성을 접목시켜 주제를 효율적으로 구현한 엑스포

로 평가하였다. 특히 엑스포 유치 전 단계에서는 여수를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항구로 보도하였지만, 엑스포 

유치 이후 및 개최과정에서는 여수를 엑스포를 개최한 발전 잠재력을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아시아 무역항로의 중

심이며 해양생태 복원의 중심도시로 보도하였다. 이런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과 태도는 엑스포 개최가 여수의 국제적

인 도시이미지 변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 2012여수세계박람회, 메가 이벤트, 해외 언론, 보도 내용, 언어 네트위크 분석

Abstract : It has widely been recognized that the EXPO 2012 Yeosu Korea was a succeeded mega event, 
according to, at least, the international media’s attention and reports. This study analysed and compared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media’s reports on Yeosu in terms of before, preparing, during, and, after 
periods of the event, through a semantic network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images of Yeosu have 
dramatically been upgraded. The city of Yeosu, before the event, was a small port city of South Korea’s 
southern part of peninsula. The city, after the nomination for the next host city of the exposition, was 
described to a city who had a full potentiality to host a world exposition, not a southern port city of South 
Korea. After the event was opened, Yeosu was a city of cutting-edge technology and cultural creativity, 
who had contributed to solve our humankind’s pending ecological problems. Even after the events closed, 
Yeosu was continuously impressed as a ex-city of world exposition, a hub city of Asia trade, and a center 
for marine ecological restoration. It was suggested that extended monitoring, differentiated communica-
tion strategies, long-term planning, and professionalization of the staffs.

Key Words :  EXPO 2012 Yeosu Korea, mega events, international media, report contents, semantic net-
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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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메가 이벤트로서 세계박람회는 개최 국가의 경

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며(박

재관, 2008), 개최도시에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투자로 지역발전을 한 단

계 상승시키고, 개최기간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로 개최도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윤세남, 2011). 
특히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는 유치를 위한 경쟁 

자체부터 전 세계의 관심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국가의 도시들은 이를 도시마케팅 강

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정록, 

2011).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이하 여수

엑스포)는 1993년 대전에서 개최된 이래 19년 만

에 한국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메가 이벤트이다. 

여수엑스포는 관련 투자나 소비지출 등을 통해 국

가 및 지역사회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로 조직위원회가 발표

한 공식보고서(2012)에 따르면, 여수엑스포는 개

장 93일, 총 1,309시간, 누적 관람객 820만 395명, 

1일 최대 27만 5천명까지 방문하였다. 무엇보다 

여수엑스포는 전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해양

생태 보전, 기후환경 변화, 지구 온난화 등과 같은 

이슈를 전 인류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들을 실천하

려고 노력한 박람회로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포지

셔닝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메가 이벤트

로 평가받고 있다(송태갑·박창규, 2013; 이정록, 

2014). 
메가 이벤트로서 여수엑스포 성과 중의 한 축은 

해외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점이다. 

여수엑스포를 취재하기 위해 미디어 출입증을 받

은 총 7,566명 중 12.8%에 해당하는 966명(75개

국)이 해외언론인이었고, 이들은 93일 동안 개최

된 엑스포 내용을 세계 곳곳에 상세하게 소개하였

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5월 16일자에서 “대한

민국의 보물 전남이 새롭게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여수는 박람회 개최의 이상적인 도시라고 표현하

였고, 영국 BBC는 “한국 재활용 혁명, 여수박람

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고 한다(2012여수세

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2). 유럽에서 가장 시청

률이 높은 유로뉴스는 여수엑스포를 “360개의 섬

과 희귀한 해양생물의 보고인 여수는 바다와 인간

의 상호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상적이 장소”

라고 소개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가는 여수엑스포가 한국

이라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의 향상과 더불어 ‘여

수’라는 도시의 국제적인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켰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위와 같이 외국 언론의 높은 관

심과 주목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만 이의 구체적인 의미를 비교·분석하고, 그 함의

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메가 이벤트로

서 여수엑스포의 개최와 관련된 해외 언론의 보도

를 분석하여 외국 언론에 비친 여수라는 도시 이

미지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이

를 바탕으로 도시마케팅 차원의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한다. 그동안 메가 이벤트 개최의 영향력을 평

가하려고 시도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관광산

업 증대,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그리고 기반시설 

개선 등과 같은 경제적 및 환경적 효과에 주목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국

제적인 차원의 정치·외교적 및 사회문화적 효과, 

구체적으로는 국제적 이미지나 인지도 제고 효과

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영어로 발행 또

는 게재되는 온·오프라인 해외 주요 언론사의 여

수에 대한 보도 내용과 태도이다. 분석기간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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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노력이 시작되기 이전인 1993년 3월 3일부터 

여수엑스포가 폐막되고 2년이 경과한 2014년 8월 

12일까지로 설정하였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쟁에서 우

위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마케팅 전략을 적

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이재순·김미경·박송

희·오동훈, 2008; 이정록 2005). 도시마케팅 관

점에서 접근하여 도시의 장점과 긍정적인 이미지

를 확산시키고, 나아가서 더 많은 방문객들을 유

인하는데 언론보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이런 맥락에서 관광과 메가 이벤트에 관심을 갖

는 몇몇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언론보도의 중요성

에 대해서 주목해 왔다(김미경·김보경, 2013; 민
경익·김철원, 2011; 오익근, 2000, 2003). 메가 

이벤트는 해당 국가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의 관심 속에서 국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개

최준비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다. 또한 개최기

간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사회·문화·경제

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이정록, 

2011) 언론이 유치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밖에 없는 분야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이 항상 메가 이벤트 개최도

시의 의도대로 보도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

은 소위 ‘객관적 사실’도 그대로 보도해 주지 않는

다. 왜냐하면 언론보도는 일종의 사실에 대한 사

회적 구성과정이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는 주어

진 사회가 가진 고유의 정치·경제·문화적 환경

이 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압력 속에서 이루어진

다. 언론보도는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한편으로는 

이러한 압력과 협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

이 발생하고 있는 무수한 사회적 사실들을 나름대

로 선택·강조·배제하는 해석틀을 적용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담론 형성과정인 셈이다

(Gamson & Modigliani, 1989; Gitlin, 1980).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보도는 특정지역에 대한 관

심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엑스포와 언론보도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성시윤(2014)과 박효연·

송수엽(2013)의 연구가 있다. 성시윤(2014)은 사

회구성주의 차원에서 여수엑스포에 대한 언론의 

해석틀(frame)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치전 

단계와 개최 준비, 개회 후 단계에서는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 프레임이, 개최 단계에서는 탈

법·일탈 프레임 및 국가 내부 책임프레임이 지배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치전 단계에

서는 엑스포 유치를 경쟁 및 대결구도 속에서 제

시하면서 대통령, 재계, 정부 각료, 국민, 지역주

민 모두가 합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최

단계에서 드러난 방문객의 항의, 조직위의 정책변

경을 부정적으로 취급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박효연과 송수엽(2014)은 여수엑스포에 

대한 국내 신문들의 구조적 시각과 특징을 알아보

기 위하여 신문사설을 언어 네트워크 방식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언론사별로 주목하는 

핵심단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

를 들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는 ‘바다’와 ‘해양’

이 높은 빈도수를 보여 여수엑스포의 주제에 주목

하고 있는 반면,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효과,’ ‘경

제,’ ‘성공’ 등과 같은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측면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선행 연구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지만, 

메가 이벤트 자체가 국제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진

행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여수엑스포를 보도한 

해외 언론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 이 연구는 메가 이벤트를 전후로 여수라는 도

시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의 지형도 변화를 비

교·분석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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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과 자료

메가 이벤트는 언론이 진행과정별로 단계성을 

띠며 각기 다른 틀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성

시운, 2014).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여수엑

스포를 보도한 해외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 내용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

외 언론사 중에서 영어로 발행 또는 게재되는 온·

오프라인의 언론사를 동양권과 서양권으로 구분

하였다. 

동양권과 서양권으로 구분된 언론사의 보

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수엑스포 유치

를 위한 준비가 행해진 개최지 확정 이전의 시

기(1993.3.3.~2007.11.26.), 여수엑스포 개최

가 확정되어 개최를 준비하던 시기(2007.11.27. 
~2012.5.11.), 실제로 여수엑스포가 개최된 기간

(2012.5.12.~2012.8.12.), 그리고 여수엑스포 개

최 이후(2012.8.13.~2014.8.12.) 등의 4개 단계로 

구분하였다. 시기별로 4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보

도 내용에 나타난 여수라는 도시이미지와 특징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해외 언론사의 보

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각 언론사의 기

사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Yeosu’라는 키

워드가 3번 이상 들어가는 기사를 수집했다(표 1, 
2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되고 분류된 자료는 내

용분석 방법의 일종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문자로부터 영

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시지의 의미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양적 또는 질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사회과학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

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내용분석 방법은 연구

자가 임의로 만든 선험적인 분석항목에 너무 의존

적이며,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연구비용이 많이 

들며, 외적 타당성이 제한되고,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인용·박한우

(2007)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내용분석을 

제안한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나

는 단어나 개념의 실제 의미를 분석하고, 단어나 

개념들의 관계를 통해서 잠재적인 의미의 집합체

를 분석하며, 대단위 또는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

하는 텍스트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질적 방법론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대욱·최명일·김수연, 2013). 이러한 장점 때

문에 이 연구는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

기로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사회 네트워

크적 알고리듬에 기반한 FullText 소프트웨어

를 한국어 메시지 분석을 위하여 변형한 KrKwic
(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사용하였다(박

한우· Loet Leydesdorff, 2004). 언어 네트워크 분

석 절차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일정한 

노출 빈도 이상을 보인 핵심어를 추출하고, 기사 

내 핵심어의 노출빈도 분석을 통해 색인어를 도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

를 선택하였다. 핵심어 추출과정에서 동사 및 부

사는 제외하였고, 변용이 가능한 형용사는 명사

로 변형시켰다. 복합명사는 가능한 분리하지 않

았다. 또한 기사에서 제시된 핵심단어 중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대

표성을 띤 한 단어로 통합하였다. 예컨대, ‘area,’ 
‘place,’ ‘zone’ 등 지점을 나타내는 용어는 ‘site’로, 

‘performance,’ ‘showcase,’ ‘festival,’ ‘ceremony,’ 등 

공연을 나타내는 용어는 ‘show’로 통일하였다. 또 

‘Korea’는 맥락을 통해 ‘S. Korea’ 또는 ‘N. Korea’로 

변경하였다. 색인어는 여러 번의 정제작업을 거치

고 모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명료성과 시사

점을 도출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색인어 파일을 KrKwic 프
로그램에 입력하여 색인어 사이의 공출현빈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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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을 구축하였다. 공출현빈도 현상은 특정 개념이 

그와 공유된 의미나 개념, 유사한 맥락을 가진 개

념들과 함께 언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행렬 자료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을 

이용한 수학적 분석과 Newdraw를 이용한 시각화

를 실시하였다. 

3. 여수와 관련된 핵심단어 분석

단계별, 권역별 기사에 나타난 동·서양권에 따

른 핵심어의 빈도수가 3회 이상인 단어들 중에서 

대개 빈도순위 15위 이내의 단어들을 해석에 활용

하였다(표 3 참조). 단계별 기사의 수와 길이가 크

게 달라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

여하기는 어렵지만 동양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

도수가 3 이상인 단어가 서양권에 비하여 많이 나

타났다. 또한 핵심단어별의 밀도는 동양권의 유치 

전 기사 0.714, 서양권의 개최 후 기사 0.707, 동양

권의 개최 후 기사 0.557 순으로 나타났다. 밀도는 

대체적으로 0.5 정도의 수치에 가까우면 어느 정

도 네트워크 밀도가 높은 편이며, 그 이상이면 밀

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분석에 활용한 동양권 언론사의 기사 목록

구분 시기 언론사 보도일 기사제목

동

양

권

유치이전 The Nation 2007/02/11 Blaze kills nine illegal immigrants in South Korea

개최 

준비

단계

ASIAONE 2010/11/02 Yeosu confident of Expo success

CCTV 2011/12/30 Top 7 places to visit in 2012

CCTV 2012/03/09 Best spring trips for 2012

The Jagarta Post 2012/05/10 ‘Yeosu ready to greet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ASIAONE 2012/05/10 South Korea set to launch multi-billion-dollar expo 

CCTV 2012/05/11 Background of Expo 2012 Yeosu Korea

CCTV 2012/05/11 Ocean-themed Yeosu Expo kicks off in S. Korea

개최

기간

CCTV 2012/05/12 S. Korea opens expo with fireworks, laser show

ASIAONE 2012/05/12 S. Korea expo draws tens of thousands on first day

CCTV 2012/05/13 S. Korea expo draws tens of thousands on first day

The Star 2012/05/14 A new eco-conscious expo in South Korea

The Star 2012/05/14 More info on the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CCTV 2012/05/14 Yeosu Expo highlights marine conservation efforts

CCTV 2012/05/15 Seagoing technology as big role at Expo 2012

The Japan Times 2012/06/02 Japanese officials boycott South Korea expo over isle row

The Jakarta Post 2012/06/03 Visitors to Yeosu Expo top 1 million

개최

이후

CCTV 2013/04/02
China Aviation Oil starts operation of storage investment in 
South Korea

The Japan Times 2014/07/23
Arctic ice melt seen fueling South Korea’s hopes of becoming oil 
hub

총계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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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엑스포 유치 이전의 분석결과

여수엑스포를 유치하기 이전의 시기에서 동양

권 언론에 나타난 핵심단어는 office(6회), fire(5
회), Yeosu(4회), Minister(3회) 순으로 나타났

다. 이 단계에서 동양권에서의 여수에 대한 기사

는 화재사건이 주를 이루었다. 서양권에서는 S. 
Korea(20회), N. Korea(8회), China(7회), envi-
ronment(7회)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Yeosu(5회)가 

S. Korea의 지방 도시로서, N. korea, nucleus(3회)

와 함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ina(7회)가 2010년 세계엑스포를 유치에 성공

하면서 핵심어로 나타났으며, Minister(5회), gov-
ernment(4회), U.S(4회), Japan(3회) 등의 핵심어

로 볼 때, 한국 정부는 2012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활동을 지원해 주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 단계의 분석결과

개최 준비 단계에서는 여수엑스포 행사의 프로

그램과 관련한 단어가 주요 핵심어로 등장했다. 

동·서양권 모두 Expo(동양권 64회, 서양권 44
회), world(동양권 29회, 서양권 36회), Yeosu(동

양권 39회, 서양권 27회) 등으로 해외 언론은 

박람회에 주목했다. 이 단계에서는 Yeosu가 S. 
Korea(동양권 14회, 서양권 17회)보다 더 많은 빈

도를 보이며 한국의 지방도시가 아니라 세계박람

회 개최지로서 ‘여수’가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visitor, show, display, event, Pavilion, 

BigO, whale, cruise, robot 등의 핵심어를 통해 박

람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보도가 많았다. 특히 

동양권 언론에서는 엑스포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

능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visitor, Odongdo, restau-
rant, room, food 등의 관광 자원 및 숙박에 관한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표 2. 분석에 활용한 서양권 언론사의 기사 목록

구분 시기 언론사 보도일 기사제목

서

양

권

유치

이전

BBC 2001/10/10 S Korea says sorry over dumped corpses

The New York Times 2007/02/11 Fire kills detainees in S Korea 

The New York Times 2007/09/17 South Korea ready to embrace green issues

개최 

준비

단계

The Euronews 2007/11/27 South Korea to host 2012 World Fair 

The New York Times 2007/12/16 For Korea, Sports Showcase the Nation 

The Guardian 2011/12/19 South Korea gears up for World Expo

The Guardian 2012/04/16 Expo 2012 aims to boost tourism in Yeosu

개최

기간

The Euronews 2012/05/14 Yeosu Expo, sustaining ocean life 

The New York Times 2012/06/08 In South Korea, All Roads Lead to Yeosu

CNN 2012/06/19 Adventure in architecture at Expo 2012 

CNN 2012/08/03 Mixing business and pleasure: What is the point of an Expo?

개최

이후

The Guardian 2012/10/24
Restoring Korean coastal ecosystems with the byproducts of 
steelworks

The Guardian 2014/06/09 We need to bring back the World’s Fair

총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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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수엑스포 개최 기간의 분석결과

개최 기간에서는 또한 여수엑스포 행사 자체

와 더불어 주제어가 주요 핵심어로 나타났다. 즉, 

즉, ocean(동양권 80회, 서양권 28회), coast(동양

권 24회, 서양권 4회), environment(동양권 11회), 

energy(동양권 5회, 서양권 5회), resource(동양권 

10회) 등의 핵심어를 통해, 박람회 주제인 ‘살아있

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통해 해양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문화 행사 속성을 강조

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한 visitor, event, dis-
play, ‘show’ 등의 박람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해

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Pavilion(동양권 48회, 서양

권 19회)이 주요 핵심어로 등장하는데 여수엑스

포의 주제관의 상징성과 세계 각국의 전시관을 국

가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또한 technology, expectation, new-
ness, attraction, science 등의 핵심어가 등장하는

데 해외 언론이 여수박람회의 첨단성과 독창성 등

에 주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여수엑스포 개최 이후의 분석결과

마지막 단계인 개최 후 단계에서는 해양 자원 관

련 단어가 핵심어로 부각되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oil(22회), storage(17회), hub(7회), trade, business 
등의 핵심단어로 여수를 미래의 오일 교역 허브로 

보도하였다. 반면에 서양권에서는 technology(10
회), environment(8회), restoration(7회) 등의 단

어로 해양 생태복원의 중심지로 소개하였다. 또한 

서양권에서는 개최 후에도 ocean(27회), Expo(26
회), world(23회) 등의 핵심단어로 여수를 묘사하

고 있어서 여수가 엑스포 개최도시로서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단계별 핵심단어 빈도수(상위 15순위 이내) 분석 결과

4. 단계별 핵심단어의 네트워크 분석

1) 여수엑스포 유치 이전의 분석결과

해외 언론보도 중에서 먼저 핵심어들의 연결 

중심성(연결선 수)과 매개 중심성을 도출하였다

(표 4, 5 참조). 유치 전 단계에서 동양권 기사에

서는 office, fire, Yeosu가, 서양권에서는 S.Korea, 
China, Minister 순으로 많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권에서는 빈도결과

와 연결 중심성이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서

양권에서는 Minister, Seoul 등이 빈도결과와는 다

르게 상대적으로 많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권에서 매개 중심성은 mi-
grant가, 서양권에서는 Korean, Chinese가 상대적

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어와 함께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적으나 위의 단

어가 매개가 되어 또 다른 개념이 구성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유치 이전 단계에서 동양권의 기사에서 나타난 

핵심어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는 office를 중심으로 

Yeosu, fire가 강한 연결로 이어져 있다(그림 1 참

조). 네트워크 지도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node)의 

연결선 굵기는 핵심어 간의 연계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핵심어 간의 연결선이 두꺼울수록 강한 연

결로 이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각 노드 크기

는 노드 간 연결선 수이며,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핵심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수엑스포 유치 이전 단계에 나타난 분석결

과를 보면, 이 시기의 서양권의 언어 네트워크 구

조는 S.Korea를 중심으로 China, Seoul, Minister
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그림 2 참조). S.Korea, 
N.Korea, U.S, nucleus, agreement 등이 중앙 위쪽

에 하나의 군을 이루어 위치하고 있어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이슈가 나타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다. Asia를 중심으로는 Yeosu, environment, 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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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ment, sustainment 등이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여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 단계의 분석결과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 단계의 분석결과를 보면, 

동양권 기사에서는 Expo, Yeosu, visitor, coast 등
의 순으로, 서양권에서는 Expo, world, Yeosu, city 

등의 순으로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양권 모두 연결중심성은 빈도결

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매개중심성은 site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소가 매개가 

되어 여수의 위치, 프로그램 개최 장소 등 중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동양권 네트워크 구조는 ‘Expo’를 중

심으로 Yeosu, visitor, site, show, city 등이 강한 연

결로 이어져 있다(그림 3 참조). 즉, tour, accom-

그림 1. 유치 이전 시기의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동양권)

그림 2. 유치 이전 시기의 단계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서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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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tion, cruise, foreign, food 등이 오른쪽 위쪽

에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여행객을 위

한 여수의 숙박 및 음식,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esource, sustainability, 
life, environment, solution 등의 왼쪽 아래에 연결

되어 있으며, 이는 여수엑스포의 주제성을 담론화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서 서양권 네트워크 구조는 Expo, Yeo-
su, world, 2012 등 행사 자체의 단어 중심으로 연

결되어 있다(그림 4 참조). 즉, coast, life, nature, 
effort, theme 등이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

며, 살아있는 바다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의 주

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수엑스포 개최 기간의 분석결과

여수엑스포가 개최된 기간의 분석결과를 보면, 

동양권 기사에서는 ocean, Expo, Pavilion, world
가, 서양권에서는 Expo, visitor, Pavilion, S.Korea 
등의 순으로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권에서의 연결중심성은 빈도결과

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서양권에서는 Pavilion, 

S.Korea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중심성은 동양권에서는 

‘site’가, 서양권에서는 ‘water’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엑스포가 물 부족이나 대안에너지 등과 

같은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담

표 4. 유치 이전, 개최 준비 단계 핵심어의 연결 및 매개 중심성(빈도 3이상, 상위 15순위 이내)

순
위

유치 이전 단계 개최 준비 단계

동양권 서양권 동양권 서양권

핵심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핵심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핵심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핵심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office 6 3.167 S. Korea 20 43.923 Expo 66 163.662 Expo 41 55.550 

2 fire 5 0.667 China 17 16.243 Yeosu 58 109.353 world 41 49.462 

3 Yeosu 5 0.667 Minister 16 14.663 visitor 56 113.841 Yeosu 38 45.391 

4 migrant 5 1.500 Seoul 15 18.875 coast 53 78.206 city 36 28.846 

5 blaze 4 0.000 country 14 8.620 ocean 52 66.283 ocean 35 30.906 

6 immigration 3 0.000 U.S 12 3.853 city 52 65.402 2012 34 21.578 

7 Minister 2 0.000 N. Korea 12 3.853 world 49 55.502 event 31 15.667 

8 　 　 　 Japan 12 2.066 site 48 70.297 coast 31 23.378 

9 　 　 　
environ-

ment 12 5.370 show 46 63.653 S. Korea 30 14.894 

10 　 　 　 nucleus 11 1.153 event 46 43.846 site 30 17.461 

11 　 　 　 Asia 11 3.727 country 45 45.251 region 27 11.492 

12 　 　 　 policy 10 1.507 water 45 56.852 visitor 27 12.423 

13 　 　 　
develop-

ment 10 2.618 display 44 41.828 country 25 13.156 

14 　 　 　 world 9 2.783 theme 43 28.137 life 25 6.541 

15 　 　 　 Korean 9 7.880 south 42 36.818 Pavilion 24 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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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 water가 핵심적으로 중계역할을 수행한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드러난 동양권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visitor, Pavilion, show, display 등의 핵심어를 통

해 참가자들의 볼거리가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음

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리고 green, chal-
lenge, advance, newness, creation 등 여수엑스포

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단어가 전방위적으

로 퍼져있는 것을 볼 때 여수엑스포를 보는 다양

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economy, job 등의 

핵심어가 왼쪽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볼 때 

언론이 경제적 효과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여수엑스포가 개최된 기간 동안에 나타난 서양

권 네트워크 구조는 Expo를 중심으로 Yeosu, visi-
tor, Pavilion, S.Korea 등이 강한 연결고리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6 참조). 또한 동양권 언론과 유사

그림 4. 개최 준비 단계의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서양권)

그림 3. 개최 준비 단계의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동양권)



김영기·이정록754

하게 서양권도 방문객의 볼거리인 Pavilion을 중심

으로 water, country, company 등의 핵심어를 통

해 엑스포의 주제관, 국가관, 기업관 등이 소개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여수엑스포 개최 이후의 분석결과

여수엑스포가 폐막된 이후에는 동양권 기사에

서는 S.Korea, oil, Asia, storage 등의 순으로, 반면

에 서양권에서는 Expo, project, world, site 등의 

순으로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동양권에서의 연결중심성은 trade가, 서양권

에서는 project가 빈도결과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은 동양권에서는 oil, 
서양권에서는 Expo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6. 개최 기간의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서양권)

그림 5. 개최 기간의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동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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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개최 이후 단계의 동양권 네트워

크 구조에서는 S.Korea, oil, Asia, storage가 중심

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이를 중심으로 

Yeosu, hub, terminal, trade 등이 위치하고 있어, 

여수지역이 오일 저장과 무역의 터미날로 부상하

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서양권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world, Expo
와, forest, POSCO가 중심을 분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Yeosu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8 참조). 여수

엑스포와 관련된 사실을 회고하며, POSCO를 중

심으로 생태적으로 바다의 숲을 복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전후로 

여수지역에 대한 해외 언론보도의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제적 이미지나 인

지도 변화의 지형도를 추적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

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

는 영어로 발행 또는 게재되는 온·오프라인 해외 

주요 언론사들의 ‘여수’에 대한 보도를 유치 노력

이 시작되기 이전인 1993년 3월 3일부터 2012여수

세계박람회가 폐막되고 2년이 경과한 2014년 8월 

12일까지 분석하였다. 방법론은 기존의 내용분석

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표 5. 개최 기간 및 이후 단계 핵심어의 연결 및 매개중심성(빈도 3이상, 상위 15위 이내)

순
위

개최 기간 단계 개최 이후 단계

동양권 서양권 동양권 서양권

핵심어
연결중
심성

매개
중심성

핵심어
연결중
심성

매개중심
성

핵심어
연결중
심성

매개중
심성

핵심어
연결중
심성

매개중
심성

1 ocean 75 235.639 Expo 38 42.766 S. Korea 49 48.017 Expo 27 14.723 

2 Expo 69 141.075 visitor 37 37.823 oil 48 52.325 project 27 13.819 

3 Pavilion 68 157.85 Pavilion 35 33.251 Asia 46 38.432 world 26 13.615 

4 world 67 141.736 S. Korea 35 26.239 storage 44 34.695 site 25 7.661 

5 S. Korea 62 110.343 site 33 19.617 trade 43 31.394 technology 25 11.574 

6 visitor 62 105.233 water 33 26.550 company 40 29.312 Yeosu 24 6.801 

7 show 58 100.833 Yeosu 32 17.572 world 40 28.386 region 24 5.790 

8 display 57 84.658 country 31 20.725 capacity 39 21.703 environment 23 3.580 

9 Yeosu 56 70.165 ocean 30 19.449 ice 38 21.619 show 23 10.715 

10 coast 54 64.439 host 30 13.717 tank 37 18.200 2012 23 4.929 

11 country 50 55.619 world 29 9.609 energy 37 20.117 ocean 22 1.508 

12 technology 48 57.713 attraction 29 12.552 terminal 36 20.578 POSCO 22 1.508 

13 theme 48 39.556 construc-
tion 27 15.751 country 35 10.927 forest 22 1.508 

14 city 48 51.131 show 27 11.373 hub 35 14.080 coast 21 1.194 

15 site 47 79.827 city 26 6.615 product 35 13.152 restoration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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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치 이전 단계에서 동양 언론들이 여수에 보인 

거의 유일한 관심은 ‘화재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

국인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했다’는 것이었다. 서양 

언론들은 남한의 지방도시인 여수가 정부의 지원

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였다. 더불어 여수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논의가 진척될 것을 보도하였다.

둘째, 개최 준비 단계에서는 동·서양 언론을 막

론하고 여수엑스포 유치 이후 한국의 지방 항구도

시로서가 아닌 여수엑스포 개최지로서 ‘여수’가 부

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양권에

서는 엑스포를 직접적으로 관람하기가 서양보다 

수월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관광자원 및 숙박에 관

한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시기부터 엑스

그림 8. 개최 이후 단계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서양권)

그림 7. 개최 이후의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동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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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주제 담론을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

었다. 

셋째, 개최 기간 단계에서는 핵심어들이 엑스포

의 주제인 바다와 연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

성되어 있어 여수엑스포가 주제 설정에는 성공했

다고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 동·서양권 언론들 

모두 여수엑스포의 기술적 첨단성과 독창성을 중

심으로 한 다양한 볼거리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상대적으로 서양권 언론은 여수엑스포가 지

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양권 언

론은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보

였다. 

넷째, 마지막 개최 이후 단계에서는 무역과 해

양 자원 관련 단어가 핵심어로 부각되었다. 특히 

동양권에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서양권에서는 여수를 엑스포 개최도시

로 재인식하면서 해양 생태계 복원의 중심지로 소

개하였다. 

세계의 언론은 다른 나라를 보도할 경우에는 대

개 폭력과 갈등, 재앙이나 사고, 국가나 도시의 이

미지의 왜곡, 또는 문화적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언론의 관

행 속에서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도시의 

이미지 개선 효과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치 이전 단계에서는 여수는 남한의 남

쪽 끝에 위치한 조그만 항구, 빈번한 해양오염, 외

국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화재, 사망 등의 이

미지를 가진 도시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유치 이

후 단계에서는 여수는 엑스포를 개최했던 도시로 

각인되면서 아시아 무역항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 해양생태복원의 중심지로 부

각되었다. 이는 여수가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도

시브랜드를 긍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성공한 증거

이다.

이벤트나 축제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서로 

부합할수록 브랜드의 개성 구축과 도시에 대한 자

산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태홍·이준

엽, 2013).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수에서 축제나 

이벤트를 기획할 때는 엑스포를 통해서 형성된 긍

정적인 이미지, 즉,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와 연

안, 첨단기술과 독창성, 범지구적인 해양생태 복

원, 해상무역의 중심지 등과 같은 이미지와 연계

하여 그 범위를 심화시키거나 확장시키는 도시 마

케팅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구

축된 국내·외에 주재하는 해외 언론 네트워크, 그

들이 가진 여수에 대한 심화된 관심도는 엑스포 

유치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이는 여

수엑스포라는 메가 이벤트가 아니면 도저히 달성

할 수 없는 여수만의 차별화된 무형자산이다. 따

라서 이 네트워크를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

인 모니터링, 문화권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다양화, 중장기적인 계획의 구체화, 전담 인력 및 

부서의 전문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편의성 때

문에 영어로 보도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한계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언어의 

보도 내용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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