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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즐길거리, 과학기술 문화콘텐츠 선보여’
-2022년 과학융합콘텐츠 발굴·지원사업 선정작,
전시·공연·실감형 웹툰 순차적 공개중-

[사진설명]

□

(좌) <갤럭시 익스프레스> 공연 포스터, (우) <디어마이라이카> 공연 포스터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이하 ‘재단’)은 국민들이 양질의 과학
기술 문화콘텐츠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융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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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융합콘텐츠란, 실생활에서 과학을 문화로 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소재로 가공된 콘텐츠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과학융합
전시·공연·웹툰·영상 등이 있다.

◦ 재단은

‘과학융합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을 지난 5년간 지속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역대

129건의

다양한 과학융합콘텐츠를 제작·

선보인 바 있다.

□

올해의 경우 전시

4건,

공연

5건,

실감형 웹툰

1건

총

10개

과학

융합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

올해는 과학기술 산업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메타버스 공연’,
‘전시작품 NFT

판매’ 등 새로운 트렌드의 콘텐츠가 선보여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전문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로 탄생시키
기 위해 ‘과학자 팩트체크’, ‘과학기술계 현장방문· 자문’ 등의 과
정을 거쳐 콘텐츠가 강화 되었다.

◦ 특히,

가을을 맞이하는

9월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우주

천문학 소재의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①

렉처 아트쇼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우주와 은하에 관한 이

야기로, 미디어아트·라이브음악·연극요소를 융합해 쉽고 재미
있게 전달하는 공연이다. 특히 사회배려계층 대상 무료티켓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공연은
오는
②

9월 17일

뮤지컬

홍대 구름아래소극장에서 2회 개최된다.

<디어마이라이카>는

우주비행사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 이야기로, 재단 지원을 통해 과학 요소들의 고증
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디벨롭 되었다. 해당 공연은 9월 23일부
터

◦

10월 30일까지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 외에도 법곤충학 연계 과학수사 전시 <CSI:INSECT>(진행중),
NFT기반 디지털 전시 <PASA 페스티벌>(10월) 등 다양한 과학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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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콘텐츠가 있다. 올해의 과학융합콘텐츠 및 역대 과학융합콘텐츠
세부내용은 사이언스올 홈페이지* 내 ‘과학융합콘텐츠’ 검색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 링크 : https://www.scienceall.com/

□ 재단 조율래 이사장은 앞으로도

“과학융합콘텐츠에

적극적인 관심

을 바란다”며, “재단은 민간의 과학문화 생태계를 활성화와 과학
문화 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밝혔다.

◦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공식 홈페이지 : www.kofac.re.kr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콘텐츠팀 조혜준 연구원(☎ 02-559-3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