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상식

59초 SF공모전, SF창작 그리기 대회 시상식

11월 04일(토) 어울림홀 로비 / 11:00~11:30 

13817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110 국립과천과학관
www.sciencecenter.go.kr 
☎ 02-747-9367(2017 SF축제의 운영 사무국) 

지하철 이용안내

4호선 대공원역 6번 출구 바로 앞
4호선 경마공원역 5번 출구(도보 10분)

미래사회에 대한 SF적 상상과

과학적 도전의 흔적이 펼쳐지는

6일간의 SF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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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이벤트

매일 13시, 15시 과학관 중앙홀이 
공연 무대로 바뀐다!
서커스, 오브제극, 마술, 오케스트라, 브라스밴드 등 다양한 거리공연팀과 

음악공연팀이 중앙홀의 분위기를 확 바꾸어놓습니다.

10월 31일(화)~11월 05일(일) 중앙홀

과학관

※ 자세한 시간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상상홀

창조홀

어울림홀 로비

어울림홀

중앙홀1층



SF 포럼
2017년 SF 포럼은 '인간 두뇌의 미래', '몸의 선택과 생명의 진화', '우주 생존의 

열쇠‘를 주제로 SF 작가와 과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SF에서 묘사된 

미래기술이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사회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과학기술과 인간의 

상상력, 그 사이의 가능성과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11월 04일(토) 상상홀 / 13:00~17:20

시간 주요내용

13:00
~
14:20

인간 두뇌의 미래 : 뇌와 AI의 결합은 가능한가
● 진행  박상준(서울SF아카이브 대표)
● 발제  송민령(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사과정), 김창규(작가) 
● 패널  송경아(작가)

14:30
~
15:50

몸의 선택과 생명의 진화 : 자연선택에서 인간선택으로
● 진행  이은희(작가, 과학커뮤니케이터) 
● 발제  정보라(작가), 곽재식(작가, 화학자)
● 패널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 관장)

16:00
~
17:20

우주 생존의 열쇠
● 진행  원종우(과학과사람들 대표)
● 발제  한재권(로봇공학자, 한양대 교수), 이소영(시나리오 작가)
● 패널  이강환(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시간 주요내용

11:00
~
12:00

12:30
~
13:30

메이커 포럼
톰 아이고(Tom Igoe)와 함께하는 메이커의 장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메이커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주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며, 톰 아이고의 깊이 있는 사색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봇 극장판 : 로봇군단의 습격                          80분, 2017년, 전체 관람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려는 악당의 음모에 맞서 아빠를 구하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아빠 ‘도운’과 쌍둥이 형제 ‘하나’와 ‘두리’. 즐거운 시간도 잠시, 

일을 하겠다며 떠난 아빠에 서운함을 느낀다. 한편, 제주도는 정체불명의 로봇군단에게 

습격을 받고, 이를 구하고자 나선 또봇과 친구들은 악당 로봇이 되어 공격해오는 아빠와 

마주 하는데...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려는 악당의 음모에 맞서 아빠를 구해야만 한다.

[일시] 2017.11.5.(일) 10:30~12:20  [진행] 유라(파워 유튜버, ‘유라야 놀자’ 진행)

텔레프레전스 공연 및 아티스트 토크
미국 작가 로버트 패트릭과 함께하는 메이커의 현재와 미래. 텔레프레젠스 
시스템(Tele-Presence System)과 다면 스크린으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롭게 구현된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메이킹의 향연!

SF 어워드 및 창작교류의 밤
2017년 국내 SF 창작 콘텐츠의 결실을 만나다!

4회를 맞이하는 ‘SF 어워드’는 국내 SF 콘텐츠 및 창작활동 양성을 위해 SF 

만화, SF 장편소설, SF 중단편소설, SF 영상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작품들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올해의 SF 어워드는 다양한 SF 창작자들과 관계자들의 

교류가 이루어 지는 네트워크 파티와 함께 진행됩니다.

11월 04일(토)

장편 소설
시간 망명자
(김주영)

우주의 모든 유원지
(김창규)

오디세이
(갈로아)

그린라이트
(조아라)

폴픽
(김병호)

하늘에 묻히다
(류호성)

냄새를 보는 소녀
(만취)

다희다이
(김영덕)

초인은 지금
(김이환)

어머니들의 아이
(바벨)

네가 있던 미래에선
(이시영)

부산행
(연상호)

중단편 소설

만화

영상

2017 SF 어워드 수상작

수상부문 SF 만화, SF 장편소설, SF 중단편소설, SF 영상 / 4개 부문

수상내역 부문별 3작품 / 총 12작품
● 부문별 대상(1작품) :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수여
● 부문별 우수상(2작품) :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 수여 

수상대상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중에게 공개된 국내 SF 작품 

시 상 식 2017년 11월 4일(토) 18:00~20:00

SF 메이커 포럼
1960년대를 풍미한 미국 작가 ‘로버트 패트릭(Robert Patrick)’과 피지컬 

컴퓨팅과 네트워크 전문가인 ‘톰 아이고(Tom Igoe)’가 전하는 첨단 기술의 

현주소! 여러분의 창의력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 이 포럼은 뉴욕 현지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행사입니다.

11월 04일(토) 창조홀 / 11:00~13:30

어울림홀 로비 / 18:00~20:00

SF 시네마토크
과학자와 SF 작가의 친절한 영화 해설과 함께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네마토크. 2017년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 시네마토크를 새롭게 

선보 입니다. SF 영화와 재미있는 해설이 어우러진 시네마토크에 선보입니다. 

※ 시네마토크 진행 후 영화가 상영됩니다.

※ 사전접수(무료), 현장접수(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무료)

※ 사전접수(무료), 현장접수(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무료)

11월 05일(일) 어울림홀 / 10:30, 13:30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                                         135분, 2015년, 12세이상 관람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맞이하라!

<스타워즈> 시리즈는 1977년 처음으로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4 : 새로운 희망> 이후

2005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3 : 시스의 복수>에 이르기까지 총 6편 을 개봉하며 영화 역사에

없어서는 안될 작품으로 자리 잡아왔다. 반전을 거듭하 는 스토리와 거대한 세계관, 압도적인

스케일로 전 세계에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이 시리즈가 10년 만에 새로워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로 돌아왔다.

[일시] 2017.11.5.(일) 13:30~16:45  [대담] 김범준(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 배명훈(작가)

SF 체험마당 
미래사회에 대한 상상과 도전의 

    모습이 펼쳐지는 6일 간의 SF 여행

10월 31일(화)~11월 05일(일) 중앙홀1층

The Archive SF ING
상상과 도전의 기억

Future is Yours
미래에 대한 상상과 도전상상과 도전은 진행 중

아카이브 카페에서 과학소설과 만화, SF영상 등을 

즐기고 릴레이 소설쓰기에도 참여해 보세요.

어린이와 예술가들이 그리는 미래모습과 함께 로봇, 

3D프린터 전시를 관람하며 진행 중인 상상과 

도전의 모습들을 만나 보세요.

미래에 도전할 과학적 이슈에 투표하고,

SF 속 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인간, 스스로를 복제하다
Robot and Human

4

미래를 향한 도전, 과학자
Scientists, Challenger for the Future

5

일만 개의 아이디어가 일만개의 상품으로
3D Printer, Revolution of Manufacturing

6

SF 아카이브 카페
Robot and Human

1

SF 릴레이 소설 쓰기
Robot and Human

2

SF 어워드
Robot and Human

3

미래에 던지는 질문들
I am a Future Planner

10

SF 속의 나를 찾아
SF Costume Play

11

아주 작은 세상을 살피다
Looking at the Tiny World, Korea Rare Isotope
Accelerator

12

에너지 걱정 없는 세상을 향해
Solar Power, Clean and Sustainable Energy

7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Imagination for the Future

8

상상무비
Mini Theater

9

2017 SF축제
과학이  도전하는  S F

구 분 대 상 우수상 우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