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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학축제 동향 분석

3대 글로벌 과학축제 사례 분석 및 우리나라 과학축제를 위한 제언
작성 배경

◦ 오랜 과학문화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유럽은 각 국을 대표하는 과학축제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
1) 대표 도시(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도심과 어우러지는 도심형 축제를 지향한다.
2) 전 세계인을 관람 대상으로 하며 자국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3) 정부의 시드 자금에 민간 기업과 기관이 매칭(후원)되어 규모를 확장한다.
4)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고 모두 유료로 운영된다.
◦ 미국과 영국의 과학축제가 글로벌 과학축제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과학축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과학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 (글로벌 도심형 과학축제 개요) 3대 글로벌 대표 과학축제인 미국의 세계 과학축제(World Science festival)와 영국의 챌튼엄
과학축제(Cheltenham science festival) 및 에든버러 과학축제(Edinburgh Science Festival) 사례를 알아본다. 특히 개최
기간, 주요 장소, 이해관계자, 후원기관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사업 현황

최초 개최연도

주요 개최지

주최(주요 후원)

2008년

미국 뉴욕
(및 호주 브리즈번)

World Science Foundation
(비영리 조직)

2002년

영국 첼튼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1989년

영국 에든버러

에든버러 시의회
스코틀랜드 행정부

◦ (과학축제의 주제와 주요 콘텐츠 비교) 대게 그 해를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명료한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과 문화·예술
요소를 융합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도심 곳곳에서는 각 계 최고 전문가와 유명인이 대중과 소통하는 크고
작은 세션이 열린다. 각 축제별 사례를 통해 특징을 살펴본다.
◦ (코로나 이후 최신 동향) 전 세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축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현재 2022년
에는 각 축제가 어떤 방법 및 주제로 소통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과학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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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학축제 개요1
과학축제(science festival)는 대표적인 과학문화(scientific culture) 활동으로,
과학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모아 벌이는 축제의 한 형태이다.

◉ 과학축제의 시작
◦ 1989년 개최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과학축제를 꼽는다. 1980년대 말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가 심각한 재정
침체를 겪자, 시의회는 버려진 땅과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활용하여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이에 ‘유럽의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선언을 시작으로, 시의회는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확산하기로
하고 1989년 4월 과학축제를 처음 개최했다. 시의회의 순발력 있는 전략은 에딘버러 시를 세계 최초의 과학축제
개최 도시로 각인시키는데 성공적이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불기 시작한 과학축제의 바람은 10여년 만에
유럽을 거쳐 전세계로 확산됐다.
◦ 이후 유럽과학이벤트협회(European Science Events Asociation)가 설립되었으며 2013년 현재 30여개 국가의
10여개의 규모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미국에도 과학축제연합(Science Festival Aliance)이 설립되었고 2012년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과학축제는 120여 개에 이른다.

◉ 개최 목적
◦일
 반적으로 축제는 지역 특성(문화·역사·특산품 등)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반면 대부분의 과학축제는 과학문화, 다시 말해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 이해(PUST: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과학관 등을 통해 개최된다. 과학
축제와 지역축제는 특정한 기간 내에 개최되며 다양한 이벤트와 그 체험 활동을 통해 참가자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과학축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축제의 특성을 그대로 안고 있다.

◉ 명칭과 주최기관
◦한
 국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개최하는 대한민국과학축전, 국립중앙과학관이 개최하는 사이언스데이 등을 포함
하여 30여개의 과학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명칭은 ‘과학축제(science festival)’, ‘과학주간(science week)’, ‘과학의 날
(science day)’ 등으로 다양하다.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주로 과학주간, 과학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
특정 도시나 장소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과학축제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주
 최기관은 중앙정부와 협회, 도시, 대학, 연구기관, 박물관 등이다. 중앙정부와 협회는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역을 돌면서 행사를 개최한다. 반면 특정 시에서 주최하는 경우는 도시 내 여러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1 홍대길·김경훈(2014.3.),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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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체(주최기관)별 과학축제 분류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2014.3)
과학축제의 예

주최기관

중앙정부,
협회,
재단

과학축제 명

국가

참고(개최시기 등)

Britsh Science Festival

영국

2005년 시작, 매년 9월

National Science Week

호주

1998년, 8월

Science Week

덴마크

9월

Science Days

독일

10월

대한민국과학축전

한국

한국과학창의재단, 주로 8월

Edinburgh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영국

1989년 시작, 3/4월

Orkney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영국

1991년, 매년 9월

Bristol Festival of Nature

영국

6월 첫 주

DarwIN Shrewsbury Festival

영국

Winchester Festival of Art and the mind

영국

Beijng Science Festival

중국

Tokyo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일본

World Science Festival

미국

Roswel UFO Festival

미국

서울과학축전

한국

서울시

대학

Cambridge Science Festival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3월 2주

연구기관

Salters Festival of Chemistry

영국

Salters's Instiute

Lyme Regis Fosil Festival

영국

Natural History Museum,
Lyme Regis Museum/ 매년 5월

사이언스데이

한국

국립중앙과학관

도시

박물관

과학, 철학, 예술을 결합

◉ 주요 특징
➊ ‘과학-예술’ 융합형 이벤트
영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28개 과학축제를 조사한 결과, 예술과 융합된 콘텐츠가 83%에 이른 반면, 순수한 과학 이벤트는
17%에 불과했다. 과학예술(science art)은 과학기술을 텍스트나 표현 도구로 사용한 예술을 말한다.
[그림1] 과학-예술의 개념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2014.3)
사이아트

기초과학
과학
기술

공학

텍스트
표현도구

예술

과학연극

생태
의학

과학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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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문화 상품화
과학대중 이해 확산이라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과학축제는 대부분의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한민국과학축전의 경우도 그렇다. 과학축제가 과학 대중 이해 확산이라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국제과학축제, 영국 케임브리지과학축제, 미국 뉴욕 월드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다양한 이벤트에서는 입장료를 받는다. 2012-3년 에딘버러 과학축제는 전체 수익 중 13%를 입장료에서,
그리고 행사후 학교 교육을 통해 9%의 수익을 올렸다.
[표2] 에딘버러 과학축제 프로그램 예시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2014.3)
프로그램 명

분류

금액

Music to Your Ears(1시간)

사이언스 쇼

4파운드

Communicating Science/How Can We Share it?(90분)

논쟁

8파운드

Saturday Showcase/Colour in textiles(2시간 반)

워크숍

8파운드

Picturing Your Brain(90분)

토론

8파운드

Future Artists(8시간)

토론

12파운드

Creating a Monster/Geks ofilm(90분)

강연

4파운드

Britsh Ecological Society CenturySymposium(오전10~오후5시)

심포지엄

27파운드

Eating Aliens(오후 7시, 2시간 반)

과학만찬

35파운드

Forager's Breakfast(오전 8시, 2시간)

과학조찬

25파운드

Walking with Scientists(2시간)

가이드투어

1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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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과학축제 분석
◉ 3대 글로벌 과학축제 개요
1) World Science Festival

최초 개최연도
주요 개최지
누적 관람객 수
티켓
주최(주요 후원)
창립 후원

핵심관계자

- 2008년
- 미국 뉴욕, 호주 브리즈번
- 전 세계 약 320만명+
- 유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구매 필요, 봉사활동 지원시 무료)
- World Science Foundation (비영리 조직)
- Simons 재단, Alfred R. Sloan 재단, John Templeton 재단 등
- [최고경영자] Brian Greene (콜롬비아 대학 물리학 교수)
- Tracy Day (Emmy-Award 4회 수상), Alan alda (미국 배우, 코미디언) 등
- 미국 뉴욕 일대에서 매 년 행사 개최

개최방법

- 2016년부터 매 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추가이벤트 개최
(Queensland Museum Network 주관)

대표 콘텐츠

- City of Science (길거리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 프로그램)
- Big Idea 시리즈
1) LIGHT FALLS: 공간, 시간 및 아인슈타인의 집착

주요 콘텐츠
(예시)

2) CRISPR IN CONTEXT: 인간 유전 공학의 새로운 세계
3) THE BIT PLAYER (박물관 전시회)
4) 어둠속의 물리: 우주의 잃어버린 물질을 찾아서
5) 기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술, 각 기초과학분야 견습생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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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eltenham Science Festival

최초 개최연도
주요 개최지
관람객 수
티켓
주최(주요 후원)
후원기관
핵심관계자

개최방법

대표 콘텐츠

- 2002년
- 영국 첼튼엄
- 매 년 22만명 수준
- 유료 (프로그램별로 예약하거나, 연간 멤버십 구입 가능)
- Arts Council England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 EDF, GE, DeepMind, IBM, Roles Royce WOODLAND TRUST 등 40여개
- (초대 감독) Robert Winston
- Cheltenham Festivals 행사의 일부로 개최하여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로 빠르게 성장
- Fame Lab (자신의 연구성과를 3분 간 소개하는 국제 경연 대회)
- Discover Zone (첼튼엄 시청 메인 공간 무료 인터랙티브 전시 공간)
1) Science For Schools

주요 콘텐츠
(예시)

2) DataFace
3) Transformer
4) GE Pavilion, EDF
5) Family Even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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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inburgh Science Festival

최초 개최연도
주요 개최지
관람객 수
티켓
주최(주요 후원)

창립 후원

핵심관계자

개최방법

- 1989년
- 영국 에든버러
- 매 년 20만명 수준
- 유료 (홈페이지에서 구매 필요)
- 에든버러 시의회
- Medical Research Council , SCI-FUN , University of Edinburgh ,
Bang Goes The Theory 등
- Bunhead, Richard Dawkins, Brian Cox, Ian Wilmut, Dame Jocelyn
Bell Burnell , Christiana Figueres, Cordelia Fine 등 (주로 교수 강연진)
- 에든버러에서 부활절 방학 기간 동안 열리는 과학축제
- 2주 동안 가족과 성인을 위한 250여개 이벤트가 열리는 영국 최대 과학축제
- CITY ART CENTRE (청소년 및 가족 대상 워크숍 / 체험)

대표 콘텐츠

- Edinburgh Medal (에든버러 시의회에서 증정, 메달리스트는 강연 진행)
- DATASPHERE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 빅데이터)
1)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가족대상 식물과학 분야 체험, 이벤트)
2) DYNAMIC EARTH (가족 대상 전시 및 이벤트)

주요 콘텐츠
(예시)

3) SUMMER HALL (가족 및 성인대상 전시, 사전예약 토크쇼, 이벤트 등)
4) NATIONAL MUSEUM OF SCOTLAND
(가족 및 성인 대상 전시, 사전예약 워크숍 등)
5) PLEASANCE (가족 및 성인 대상 아웃도어 전시, 쇼, 상호토론 등)
6) AROUND EDINBURGH (전 연령, 에든버러 일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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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성 및 분석
1) 명확한 주제와 핵심 콘텐츠
◦ 대표적인 글로벌 과학축제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매 년 같은 도시(랜드마크)에서,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최고의 전문가와 대중이 소통하는 것이 골자이다. 2019년의 경우, 과학기술계에 중요했던 이벤트는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 주기율표 150주년 이었다. 이에 따라, 그 해 에든버러 과학축제의 주제는 “달 착륙 50주년”,
첼튼엄 과학축제는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 및 주기율표 150주년”, 캠브릿지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주기율표
150주년”으로 추진되었다. 월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경우 “내면의 천재성을 깨워라(AWAKEN YOUR INNER
GENIUES)” 라는 주제에 맞는 빅퀘스천을 두고 최고의 과학자와 유명인, 그리고 대중이 치열하게 소통하는 그 자체
에만 초점을 맞췄다.
◦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과학축제의 경우 국가의 과학기술 성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게
주요 목적이다. 2019년 대한민국과학축제의 경우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 라는 주제로, 미국과 유럽처럼 도심에
나와 최초로 과학축제를 열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소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심형
축제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매 년 주제를 보더라도 과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많은 외적 환경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표3] 역대 대한민국과학축제 주제
개최연도

회차

1997

1회

1998

주제

개최연도

회차

주제

과학을 느끼자, 미래를 보자

2012

16회

창의세상, 과학에게 길을 묻다

2회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2013

17회

과학, 상상의 날개를 달다.

1999

3회

즐거운 과학, 체험의 세계로

2000

4회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새천년

2014

18회

국제행사 ITU 전권회의 연계,
창의의 바람, 과학의 미래를 품다

2001

5회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

2015

19회

광복70년, 과학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도약

2002

6회

과학의 힘 미래를 바꾼다

2016

20회

과학기술이 펼치는 미래희망 100년

2003

7회

밝은 미래를 위한 융합

2004

8회

밝은 미래, 사이언스코리아

2017

21회

꿈을 만나다, 함께 그리다, 새로운
미래를 열다.

2005

9회

Science 180°

2006

10회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2018

22회

일상속에서 과학을 플레이하다
Science on, Playcation

2007

11회

대한민국과학기술 14600

2008

12회

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건설!

2019

23회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
Blossom the City, with Science

2009

13회

과학과창의가 만드는 녹색미래

2010

14회

꿈을 실현하는 과학

2020

24회

과학기술로,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그리다.

2011

15회

미래로 떠나는 신나는 과학창의여행

2021

25회

미래를 여는 창, 과학기술로의 여행
KOFAC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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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랜드마크)를 활용한 개최
◦대
 표적인 글로벌 과학축제는 주로 축제 명에 주요 개최지가 포함되어 있다. 에든버러(Edinburgh), 챌튼엄
(Cheltenham), 캠브리지(Cambridge), 슬라이고(Sligo) 등 축제의 이름에 지명을 포함하였고, 개최 시기도 매 년 일정
하게 유지한다. 매 년 같은 곳에서, 같은 시기에 축제가 개최되며 각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축적해오고 있다.
◦반
 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 번 개최지가 변경된다. 축제 명만 하더라도 25회 동안 4회 변경*되었다. 매 년 다른 정책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축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축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대한민국과학축전 →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 (현)대한민국과학축제
◦글
 로벌 과학축제의 개최 방식은 지자체(도시)는 물론, 지자체에 속해 있는 다양한 기업, 기관, 단체화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에도 좋다. 매년 같은 곳에서 준비하면서 예측 가능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마치 스포츠 구단의 연고지와
같은 형태로 지속가능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의 미술관, 식물원, 박물관, 공공기관, 학교, 공항, 기업, 공연장,
음식점과 술집, 길거리까지, 지역의 모든 자원이 축제의 장이 된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리소스를 들일
필요도 없다. 전년도부터 콘텐츠 대부분을 확정하고 예약을 시작하므로 콘텐츠의 질과 축제의 파급력을 높이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콘텐츠 질과 파급력의 향상은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게 하는 선순환적 효과도 끌어낸다.
[그림2] 도심과 연계한 2022 첼튼엄 과학축제의 행사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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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 융합형 콘텐츠와 대중 소통형 강연
◦ 글로벌 과학축제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바로 유명인의 적절한 활용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연결이다. 먼저, 월드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알란 알다(Alan Alda),
글렌 클로즈(Glenn Close), 매기 질렌할(Maggie Gyllenhaal), 빌 T. 존스(Bill T. Jones) 등을 비롯한 수많은 배우,
코미디언, 영화감독, 작가 등이 과학자와 함께 행사에 참여해왔다. 첼튼엄 과학축제의 경우 재즈, 문학 등 과학 외
분야의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딘버러 과학축제는 보다 광범위한 테마를 아우르는
축제*가 도시를 거점으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열린다. ‘과학’은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많은 축제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도시 곳곳에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녹아 있어, 과학축제 개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에딘버러 축제 테마 : JAZZ&BLUES, ART, INTERNATIONAL, FRINGE, MILITARY TATTOO, FILM, BOOK,
STORYTELLING, HOGMANAY, CHILDREN 등
◦ 또한 글로벌 과학축제에서 과학과 대중의 소통은 매우 가깝고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들 소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세분화된 주제다. 월드사이언스페스티벌의 경우 축제의 대표 과학자와의 실시간 Q&A가 시그니처
콘텐츠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콘텐츠도 “블랙홀, 보이지 않는 것은 보는 것”, “아인슈타인과 양자, 얽힘과 출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보는 우주 탐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주제로 소통한다.
두 번째는 유료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오래전부터 홍보하고, 사전 예약을 받기 때문에 티켓도 대부분
빠르게 품절된다. 관람객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기꺼이 금액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관객은 보다 진지하게 소통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첼튼엄과학축제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페임랩의 경우 3분 동안, 화면 없이,
오로지 과학자의 설명으로만 진행한다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지도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술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성인 대상 콘텐츠가 펍에서 열리기도 한다.
[그림3] 월드사이언스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 예시

Brian Greene과의 실시간 Q&A

블랙홀 :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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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to our Partners and Supporters

helping to create a world in which everyone can explore and co-create culture.

4) 축제의 예산In Association
구조 with

Principal Partner

◦ 예산은 주최기관의 예산, 기업이나 재단의 후원, 기부금, 그리고 행사 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행사 수익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과학축제 이벤트의 문화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축제 콘텐츠의 문화상품화는 다양하고
NK YOU to
our Partners
and Supporters
Major Partners

질 높은 콘텐츠의 공급을 늘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독려한다. 나아가 민간산업 창출을 통한 부가적 효과도 거둘 수
create a world in which everyone can explore and co-create culture.
있다. 에딘버러국제과학축제의 경우 재단 내에 여러 개의 벤처기업을 운영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콘텐츠

n with

Principal
설계, 스태프의 교육, 마케팅,
물류 Partner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설계 교육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이나 전문 공연팀의 참여 사례도 늘고 있다.

rs

◦ 또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많은 지역 기업·기관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금과 현물(인프라, 콘텐츠)
등 연계를 통해 확장성 있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표4] 3개 글로벌 과학축제의 후원구조 및 후원사 (2022년 기준)
Festival Partners

월드사이언스페스티벌 (21개 기관)

THANK YOU to our Partners and

helping to create a world in which everyone can explore
In Association with

ers

Principal Partn

YOU to THANK
our Partners
YOU and
to our
Supporters
Partners and Supporters

첼튼엄과학축제 (38개 기관)
ate a world in which
helpingeveryone
to createcan
a world
explore
in which
and co-create
everyoneculture.
can explore and co-create culture.
Major Partners
주요
In후원사
Association with

Major Partners

Principal Partner

Principal Partner

에든버러과학축제 (24개 기관)

Media Partners

In-Kind
Festival Partners

2
Festival Partners

Media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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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도
 심 공간을 활용하여 과학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콘텐츠, 이를 만들고 직접 소통하기 위한 전문가들, 보여주고 소통하기 위한 넓고 적합한 도심 공간,
굳이 ‘과학’을 주제로 소통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예산을 소비하여 찾아올 수 있는 수준 높은 관람객이 필요
하다. 과학문화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 정도에서만 이런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다.
◦우
 리나라에서도 2019년 ‘대한민국과학축제’라는 이름으로 도심형 과학축제를 서울에서 최초로 시도하였다.
수많은 콘텐츠를 서울 도심 곳곳(광화문광장 일대를 중심으로)에서 선보였고,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과학을
주제로 한 소통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전통이 담긴 공간에서 훌륭한 연구성과와 특유의 콘텐츠로 소통한
점도 큰 호평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심형 과학축제의 시도는 잠시 보류되었지만, 약 25년간 계속
되어온 틀을 혁신하려는 도전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코
 로나19로 인해 세계의 다양한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축제가 다시 도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과학축제도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도심에서 축제를 연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는 축제를 서울 성수동 도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이러한 도전이 글로벌 과학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한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홍대길·김경훈(2014.3.), 과학축제의 특성과 체험 속성의 유형화, 한국과학예술포럼
The Characteristic and the Typology of Experiential Attributes in the Science Festival (2014.3)
2) 한국과학창의재단(2019), 2019 대한민국과학축제백서
3) WorldScienceFestival 공식 홈페이지 : www.worldsciencefestival.com
4) CheltenhamScienceFestival 공식 홈페이지 : www.cheltenhamfestivals.com
5) EdinburghScienceFestival 공식 홈페이지 : www.sciencefestival.co.uk

KOFAC FOCUS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