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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계가스총회

면 114

세계가스총회가 진행되는 엑스코에서 

주요 전시기업인 글로벌 대기업들의 전

시 부스가 기대와 달리(?) 차분해서 오

히려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전시 부스가 마련된 엑

스코 서관에 들어서면 중앙 포토존을 중

심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인 엑손

모빌, 쉘, 카타르 에너지 등의 부스가 마

련돼 있다. 한국가스공사(KOGAS) 부

스도 이곳에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으로 대관비용도 비싸다.

카타르 에너지(504㎡), 쉘(432㎡), 

엑손모빌(400㎡)은 KOGAS(903㎡)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자랑한

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벤트나 경품 행사는 없다. 부스 입구에 

안내데스크를 마련해 방문객들을 안내

만 할 뿐이다.

KOGAS가 개회 첫날 치어리딩 이벤

트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끈 데 이어 둘

째 날에는 프로 농구단 선수의 사인 이

벤트를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집객 행위나 특색 있는 이벤트가 없지

만 이들 글로벌 대기업 부스를 찾는 발

길은 끊이지 않는다. 이유는 대기업들의 

총회 참가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글로벌 대기업이 총회에 참가한 목적

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계약 성사라

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비즈니

스를 목적으로 사전 예약에 따라 미팅들

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와 마케팅

을 통한 집객 행위가 오히려 방해가 된

다는 것이다.

부스 콘셉트와 인테리어도  ‘미팅’에 

초점을 두고 꾸며졌다. 셸 부스는 기업 

로고인 ‘노란색 조개’를 나타내기 위해 

부스 바닥과 천장을 노란색으로 꾸몄고, 

엑손모빌과 카타르 에너지는 부스 측면

을 전광판으로 해 광고 효과를 노렸다.

쉘 부스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을 대

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없으며, 부스 중

앙의 카페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스에 오는 관람객과 미팅

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프랑스 기업 토털에너지 역시 라운지 테

이블과 의자를 모두 백색으로 해 컬러풀한 

색채의 로고가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

토털에너지 관계자는 “총회 기간 내내 

미팅 스케줄이 빼곡히 짜여 있다. 부스는 

화이트 톤의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협

력사와 회의를 하는 미팅룸은 우드 톤으

로 조성해 고객사들과 미팅을 하기에 편

안한 분위기로 만들었다”며 “부스에 방

문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요 고객사 관계

자들이다. 이번 총회 참가 목적 자체가 

비즈니스 미팅이어서, 일반 시민들을 대

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없다”고 했다.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인 카타르 에너

지는 사전에 예정된 미팅 외에는 언론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

이곳 관계자는 “가스를 생산하고 수

출하는 기업이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바

이어들이 찾는다. 운송업도 맡고 있어 

중공업, 조선소, 선박회사 관계자도 많

이 온다”며 “사전에 약속된 회의에 한해 

진행하고, 현장에서 즉석 회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번 세계가스총회가 평일에만 열리

는 것도 참가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서다. 대구시 세계가스총회지원단 관계

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

사일 경우 행사 기간이 주말을 포함하지

만 이번 총회는 비즈니스 미팅 위주여서 

평일 업무시간 동안만 열리는 것”이라

고 말했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조용한 글로벌 기업 부스…알고 보니 업체간 ‘빅딜’ 한창
엑손모빌`쉘`카타르에너지

참가 목적은 ‘비즈니스 미팅’  

일반시민 대상 이벤트 없어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세계가스총회에서 미국의 글로벌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ExxonMobil) 부스는 별도의 이벤트가 없음에도 총회 참석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 

에너지의 맥 오닐 최고경영자(CEO)는 

25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많

이 올랐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

어나고 있다”며 “가격이 향후 몇 년 동

안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

다. LNG는 석탄 등 화석연료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이에 있는 중간 단

계 연료로 탄소중립 시대에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다.

맥 오닐 CEO는 이날 대구세계가스

총회 우드사이드 부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LNG는 우크라이나 전

쟁 전인 지난해에도 가격이 비쌌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LNG 가격 상승 현상이 더 심화됐다”

고 했다.

엑스코 전시장에 360㎡ 규모의 부스

를 마련한 우드사이드는 LNG와 원유 

생산, 시추 탐사(지하자원 탐사�조사) 

등 자원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지난 1954년에 설립

됐다. 우드사이드의 경우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5%를 차지하는데,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가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

출 규제 등 ‘무기화’에 나서면서 대체 공

급처를 찾아야 하는 바이어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맥 오닐 CEO는 오는 3분기가 되면 

LNG 같은 에너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정부지로 치솟

는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는 “통상 이맘때가 되면 에너

지 가격이 조정을 받는데 아직 그런 양

상이 없다”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전 세계가 에너지를 저장해 놓기 위해 

에너지를 구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라고 했다.

이번 총회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

를 구입해야 하는 바이어들은 고민이 많

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맥 오닐 

CEO는 현재 에너지 시장은 ‘구매자 시장’

이 아닌 ‘판매자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맥 오닐 CEO는 ‘에너지 안보’가 중

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기

후위기, 전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세계가 새삼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다.

맥 오닐 CEO는 “한국은 이를 극복

하기 위한 한국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며 “한국 정부�기업들은 ‘에너지 믹스’ 

등 변화에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했

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떠오르

는 수소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

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

로 한국과 더 많은 비즈니스를 이어나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LNG 가격 더 오른다…韓, 에너지 믹스 등 변화에 혁신적”

러 대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는

호주 최대 기업 우드사이드 CEO “한복 입으니까 한국인 같다.”

25일 오후 3시쯤 찾은 대구 수성구의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체험관 안

에는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

고, 외국인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은 채 절

을 하며 어색한 듯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대구세계가스총회 참가자들을 대상으

로 진행된 전통문화체험 투어에서 강사

와 보조강사, 통역사 등 3명이 진행을 

했고 한복 체험, 절 배우기, 다례 예절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복을 입은 채 전통

문화체험에 참석했다. 여성 참가자는 흰

색 저고리에 다홍색 치마, 화려한 무늬

의 아얌을 썼고, 남성은 갓을 쓰고 푸른

빛이 도는 도포를 입었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복을 입으니 한국인 

같다. 너무 잘 어울린다”며 칭찬했다.

강사의 한복 설명으로 프로그램이 시

작됐다. 한복의 명칭과 의미, 양과 음의 

개념 등을 설명했다. 절도 배웠다. 강사

가 남�여 절의 차이를 설명하고, 직접 절

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다례도 배웠

다. 한국의 전통차인 녹차가 제공됐고, 

흑임자다식, 금귤정과, 홍삼절편 등이 나

왔다. 식기도구 명칭과 의미, 사용법 등

의 설명이 이어졌다. 한 체험객은 날씨가 

더운 탓인지 녹차를 연거푸 마셨고, 금귤

정과를 더 먹고 싶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케나 씨는 “한복

이 너무 아름답다. 한복에 담긴 여러 의

미와 가치들도 흥미로웠다”며 “일반적

인 문화 체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트리니다드 토

바고에서 온 숙한 씨는 “한국의 전통문

화를 일반사람처럼 체험할 수 있어서 모

든 게 기억에 남을 거 같다”고 말했다. 

  심헌재 기자 gjswo0302@imaeil.com

한복 입고 큰절…무더위에 녹차도 ‘원샷’

수성구 모명재 전통문화체험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세
계가스총회에서 호주 에너지 기업인 우드
사이드 에너지의 맥 오닐 CEO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