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판타지
판타지 공모전 해외 전시회 개막식 참석
참석 및
선진지
선진지 벤치마킹 공무 국외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 2018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의 5주년 기념 특별
사업 중 하나인 국제 판타지 공모작품 해외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광명동굴 주변 개발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 출 장 지 : 뉴질랜드(오클랜드, 웰링턴)
□ 기

간 : 2018. 9. 28. ~ 10. 2.(3박 5일)

□ 주요방문지
․ 오클랜드 : 호비튼, 테푸이아(마오리 민속마을), 와이토모 동굴
․ 웰링턴 : 웰링턴 시청, 테 파파 국립박물관, 웨타워크숍, 메시대학교
□ 출 장 자 : 시장, 조규진 관광과장, 김동수 시민협력팀장, 윤한영 사진
미디어팀장, 변인수 보좌관, 우제원 주무관(6명)
성

명
소

한

글

영

속

직

위

시

장

문

박승원

Park Seungwon

광 명 시

조규진

Cho Gyoujin

광명시 관광과

관광과장

김동수

Kim Dongsoo

광명시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장

윤한영

Yun Hanyoung

광명시 홍보과

사진미디어팀장

변인수

Byun Insu

광명시 자치분권과

정무보좌관

우제원

Woo Jewon

광명시 관광과

주 무 관

□ 출장 세부일정
일

자

1일차
9. 28.(금)

장

소

인천

교 통

시 간

KE 129

16:50

인천 출발

07:15
10:30
12:30
15:30
18:00
09:00
11:30
12:30
16:30
19:00
08:00
09:05
10:00

오클랜드 도착
호비튼 견학
중식
테푸이아(마오리 민속마을)
숙소 이동 및 휴식
와이토모로 이동
와이토모 동굴 관람
중식
사일로 파크 관람
숙소 이동 및 휴식
오클랜드 출발
웰링턴 도착
웰링턴 시청 방문 및
저스틴 레스터 시장 면담
테 파파 국립박물관 견학
(갈리폴리 전시 관람)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여승배 대사와의 오찬
‘썬더버드 아 고’ 전시 관람
웨타워크숍 본사 방문
국제 판타지 공모전 해외
전시회 개막식 참석
만찬
숙소이동 및 휴식
웰링턴 출발
오클랜드 공항 도착
환승(오클랜드→인천)
인천 도착

2일차
9. 29.(토)

오클랜드

전용차량

3일차
9. 30.(일)

오클랜드

전용차량

오클랜드
웰링턴

NZ 409
전용차량

10:50
4일차
10. 1.(월)

12:00
13:50
15:00
17:30

5일차
10. 2.(화)

웰링턴
오클랜드

NZ 412
KE 130

인천

19:30
22:00
08:45
09:50
11:15
19:35

세 부 일 정

Ⅱ

국가(도시) 현황 및 출장 내용

【 뉴질랜드 일반현황 】

○ 언어 : 영어, 마오리어
○ 면적 : 268,838㎢(세계76위)
○ 인구 : 약 4,750,000명(세계125위 - 2018 통계청 기준)
○ GDP : 2,208억$(세계50위 - 2018 IMF 기준)
○ 종교 : 개신교 35%, 가톨릭 13%

<오클랜드>
○ 위치 : 뉴질랜드 북섬
○ 면적 : 482.9㎢
○ 인구 : 약 140만 명

코로만델 반도 기부(基部)에 해당하는 대지성(臺地性) 지역 중심에 있으며,
지형은 복잡하여 좁은 타마키 지협에 의하여 북쪽의 와이터마타, 남쪽의 마
누카우의 두 항구로 나누어진다. 1840년 와이터마타 해안의 백인 천막취락

이 기원이며, 시 이름의 유래가 된 인도 총독 오클랜드에 의하여 도시의 바
탕이 이루어졌다. 개척 초기에는 북섬이 그 중심이 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의
요지를 이루는 이곳도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국토 전체로서는 북쪽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1865년까지 뉴질랜드의
수도였다. 와이터마타항은 천연의 양항으로서 내외 항로의 중심이며, 조선
소·해군기지가 있다. 기후가 온난하여 태평양에서의 해상·항공 교통의 요
충이며, 그 때문에 웰링턴으로 수도가 옮겨진 뒤에도 뉴질랜드의 현관으로
서 번영하였다. 오클랜드 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기관이 있으며, 공원·
운동장 등의 문화시설도 많다. 마오리족(族)에 관한 자료가 풍부한 전쟁박
물관(1929), 16세기 이전의 인쇄본 등을 소장한 공공도서관(1887), 시립미
술관(1888)이 유명하다. 부근에 간헐온천·호수·진귀한 화산지형 등 관광
자원이 많다.

<웰링턴>
○ 위치 : 뉴질랜드 북섬
○ 면적 : 444㎢
○ 인구 : 약 40만 명
뉴질랜드의 수도이며, 북섬의 남쪽 끝에 있다. 시가는 웰링턴만을 둘러싼
매립지, 좁은 해안 저지 및 구릉지에 발달하였으며, 고지는 주택지, 저지는
상공업지대이다. 10세기에 폴리네시아의 쿠페가 발견하였으며, 1839년 영국
인이 시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은 좁았으나 해상교통편이 좋기 때
문에 1865년 오클랜드를 대신하여 수도가 되었다. 기후는 서안해양성이며,
가장 따뜻한 2월 평균기온이 15.7℃, 가장 추운 7월 평균기온이 7.8℃이며,
연평균기온 11.8℃, 연강수량이 1,224mm이다. 해외와의 교통기지 및 연안해
운의 중심지이다.
뉴질랜드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양모·육류·낙농제품 등의 수출이 활발하고
방직·기계·화학·금속·인쇄·식품·가구·신발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원주민 마오리족의 미술품을 모은 자치령 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박물관·

미술관·식물박물관·빅토리아 대학(1897 창립)·뉴질랜드 대학 등 문화·교
육기관과 로마가톨릭의 대성당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많은 동물원·공원·운동
장 등이 있다. 1867년 건설된 정부청사는 세계 최대의 목조건축물로 유명하
다. 시 이름은 영국의 장군 웰링턴의 이름을 딴 것이다.

Ⅲ

출장지 주요현황

□ 호비튼
뉴질랜드의 한 농장에 불과했던 곳을 영화 「반지의 제왕」 감독인 피터 잭
슨과 뉴라인 시네마가 발견하여 영화 촬영지로 재탄생했다. 번잡한 문명에
서 벗어나 자연에 둘러싸인 그림과 같은 호수로 유명한 호빗 마을 촬영 장
소이며, 2011년에 「호빗」 3부작을 위해 재건되었다. 영화 촬영 세트장으
로 지어지기는 했으나 영화 개봉 이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세트장을 재
단장 하였으며, 단체관광객을 위한 식당, 휴게공간, 상품관 등 다양한 장소
를 만들어 사업을 확장 중이다. 연간 약 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 테푸이아(마오리 민속마을)
테푸이아(Te Puia)는 로토루아를 대표하는 지열지대로 마오리 문화와 자연
을 융합시킨 독특한 관광지이다. 다양한 모양의 온천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간헐천과 수증기가 피어나는 지열지대가 이곳의 명물이다. 간헐천을 가기
전에 위치한 마오리족의 전통가옥은 예전 모습을 그대로 복구하여 관광객들
을 위해 개방하였다.

□ 와이토모 동굴
와이토모 동굴(Waitomo Caves)은 뉴질랜드 북섬의 와이카토 지방에 있는 관
광명소이다. 반딧불 동굴로 더 많이 불리며, 와이토모란 마오리어로 와이(W
ai : 물), 토모(Tomo : 굴)에서 유래됐다. 개똥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G
lowWorm)’이 서식하고 있는 동굴로 동굴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
고 글로우 윔을 관광한다.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 개똥벌레가 마치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는 것과 같이 촘촘히 빛나 신기함을 더해 준다. 뉴질랜드 북섬
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70%가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좋으며, 우기에는 동굴
에 흐르는 냇물이 증가하여 배를 타고 동굴 안을 관광할 수 없다.

□ 테 파파 국립박물관
테 파파 국립박물관은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Wellington)에 있는 종합 박
물관이다. ‘뉴질랜드 테 파파 통가레와 박물관(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이 본래 이름으로 ‘테 파파 통가레와’는 ‘이 땅의 보
물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테 파파의 기원은 1865년 작은 목
조 건물에서 문을 연 ‘식민지 박물관’이다. 1930년에 버클 거리의 건물로
이전했으며, 1998년 케이블 거리(Cable Street)의 6층 건물에서 새롭게 개
관하였다. 건축가 자스맥스(Jasmax)에 의해 설계되었고 면적이 3만 6000㎡
에 이르며, 카페와 기념품점을 갖추고 있다. 토리 거리(Tory Street)의 두
번째 건물은 연구소와 수장고로 쓰이고 있으며 개방되지는 않는다.
박물관은 역사와 미술, 태평양, 마오리 족, 자연환경 등 5개 영역에 걸쳐
많은 소장품을 갖고 있다. 역사 관련 수집품은 약 2만 7000개 항목에 이른
다. 16세기 이래의 의상과 직물 5000점과 뉴질랜드 우표 2만 점, 태평양 섬
들과 관련된 전시품이 1만 3000점이다. 자연사 부문으로는 식물 표본이 25
만 점, 뉴질랜드 조류 표본이 7만 점에 이른다.

□ 웨타워크숍
1987년 뉴질랜드에서 피터 잭슨과 리처드 테일러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1993년 디지털 부문인 웨타 디지털을 설립하였다. 회사 이름인 웨타(weta)
는 뉴질랜드에서 서식하는 작은 곤충을 가리키는 말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회사이며 특수분장, 특수모형 제
작, 각종 소품 및 의상 제작, 세트 및 미니어처 제작 등 프로덕션 디자인,
세트 및 소품, 의상디자인, 분장파트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지의 제왕>, <킹콩>, <호빗>, <아바타>등의 작품에서 특수효과 작업을
맡아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었으며,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에서는 세

트 연출, 의상, 무기, 미니어처 등을 담당하였으며,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에서 시각효과를 담당하여 고도의 디지털 환경에서 최대 800개의
CG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특히, <아바타>에서는 웨타가 개발한 “펜타레이(PantaRay)”라는 솔루션
기법이 사용되어 세밀하고 정밀한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복잡한 장
면들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었다.

Ⅳ

출장 결과

1. 콘셉트디자인의 중요성과 광명시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활동의 대외적 홍보
가. 1차 산업인 농업과 목축업이 중심인 뉴질랜드가 웨타워크숍이라는 회사를
통해 3차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전 세계의 판타지 콘텐츠 분야를 선도하기
까지 다양한 과정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나.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의 5주년 기념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뉴질
랜드 웰링턴 시에 소재한 메시대학교 갤러리에서 열린 광명 콘셉트 디자인
공모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리처드 테일러 웨타워크숍 CEO, 저스틴
레스터 웰링턴 시장, 멜리사 리 국회의원, 여승배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광명시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활동을 널리 알리고,
지난 5년 간의 공모전 수상작과 본선진출작 전시를 통해 광명시의 판타지
분야 인재양성과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널리 알림

2.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진 마스터 플랜의 중요성
가. 호비튼은 본래 농장이었던 것을 영화 세트장으로 만든 후 원상 복구할 예정
이었으나 농장주인 에드워드 가(家)의 사람들이 관광지로 개발함
나. 단순한 관광지로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광객의 동선과
욕구를 반영하여 각종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2011년 호빗 3부작이 개봉한
이후 재단장을 통해 연간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다. 테푸이아(마오리 민속마을), 와이토모 동굴 등의 경우도 자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개방함과 동시에 스토리를 담아내어 관람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함

라. 광명동굴 역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광객의 동선과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성공사례인 관광지들을 방문하여 장점들을 광명동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관련 기관과의 협업 강조
가. 웰링턴 시청 방문 시 저스틴 레스터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명시와 웰링턴
시의 문화․예술․디자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나. 여승배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광명시가 웰링턴 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뉴질랜드와의 문화교류 등 관련 업무 진행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함
다. 웨타워크숍과 5년째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처드 테일러 CEO 역시 한국 판타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
겠다고 하였으며, 판타지 콘텐츠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Ⅴ

관련 사진

○ 호비튼

○ 테푸이아(마오리 민속마을)

○ 와이토모 동굴

○ 사일로 파크

○ 저스틴 레스터 웰링턴 시장과의 면담

○ 테 파파 국립박물관 관람(갈리폴리 전시)

○ 여승배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와의 오찬

○ 웨타워크숍 방문

○ 광명 국제 판타지 공모전 해외 전시회 개막식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