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8

행사 개요

행사명

2021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Daejeon Science Festival)

기

간

2021. 10. 22(금) 18:00 ~ 10. 26(화) 17:00 / 5일간

장

소

대전컨벤션센터(메인전시), 온라인

주

제

과학과 문화의 융합! 미래를 엿보다

키워드

과학을 즐기자~ 대전에서 놀자!

주

최

대전광역시

주

관

대전마케팅공사

후

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한컴인스페이스,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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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막식
ON OFF

[DSF 공식 개막행사] 대전이 빛나는 밤
2021 DSF 개최 축하, VIP 참여 개막 퍼포먼스
미디어와 예술 콘텐츠 접목,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진행
행사
개요

•일
정 : 10. 22(금) 18:00~21:00
•장
소 : DCC 202호(온라인 스튜디오)
•내
용 : 초청 VIP 및 300인 온라인 시민참여 하이브리드 개막식
• 참석인사 : 대전광역시장, 대전시의회의장, 교육감

AI
사회자
>> 가상걸그룹 : 이터니티 ‘다인＇

>> DSF 공식 개막 행사 (안)
시 간

구 분

내 용

– 17:00

셋팅, 하드웨어 리허설

하드웨어 리허설, 무대셋팅 등

17:30 - 17:50

개막식 리허설

300인 시민 참여단 줌 리허설

18:00 – 18:03

개회식

개회 및 안내 멘트

18:03 – 18:07

내빈소개

18:07 – 18:10

기념영상 상영

18:10 – 18:13

환영사

18:13 – 18:16
18:16 – 18:22
18:22 – 18:25
18:25 – 18:35

기념사
축사
영상 메시지
내빈인사, 화상 인터뷰

18:35 – 18:40

개막선언 축하 퍼포먼스

18:40 - 19:00

UCLG 제막식 및 드론쇼

19:00 - 19:10

뉴스데스크 인터뷰

시장님 인터뷰

19:30 – 21:00

시민위로+ 평화기원 음악회

오케스트라 공연

비고

내빈소개, 300인 시민 참여단 화상 인사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고경곤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2021DSF 소개)
허태정 대전시장 (성공적 개최 말씀)
내빈 축사 1~2인
VCR 관계기관 등 영상 메시지
300인 국민참여단 인터뷰, 응원
4명 (사전 조율)
기념촬영 및 개막선언
영상터치 퍼포먼스
VIP 이동
서치라이트 쇼
250대 드론 라이브쇼
한빛탑

>> 300인의 시민 참여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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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막행사
ON OFF

[DSF 공식 개막행사] 대전이 빛나는 밤

개막
세레모니

>>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2021 개막 퍼포먼스
_ 소통하는 대전과 미래 과학 도시의 축제를 선언하는 개막 퍼포먼스
_ VIP 도열과 함께 300인의 시민참여단 응원 영상 Full
_ VIP (시장님 등)과 함께 도열 VIP 화면 터치

_ 개막 선언과 동시에 화려한 영상 피날레 연출
_ ‘미래 과학을 여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2021 개막!’ 타이틀 연출
_ 300인 랜선 시민참여단의 단체 응원 유도

[미래산업과]

DSF
드론쇼

>> 한빛탑 서칭 라이팅쇼
_ 개막 축하 퍼포먼스와 함께
한빛탑 일대를 서칭하는 라이팅쇼

>> DSF 드론쇼_드론 사이언스 퍼포먼스
_ 250대의 행사장 상공으로 날으며 총 5-6개의 이미지 드론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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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막행사
[DSF 공식 개막행사] 대전이 빛나는 밤 드론라이팅쇼
구성

스토리 구성

1

드론 시연 이미지(안)

구성

스토리 구성

2021 대전에서 열리는 우리들의 축제

7

4차산업혁명특별시
과학도시 대전

2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8

대전광역시 마스코트
꿈돌이 표현

3

위성, 드론 등 미래과학
이미지 연출

9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로고 표현

4

과학을 즐기자~(키워드 노출)

10

시민 위로 메시지

5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로봇 표현

11

6

Supported by HANCOM

ON OFF
드론 시연 이미지(안)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

5

02.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시그니쳐 프로그램 및 킬러 콘텐츠로 메인 주제전시관 구성

STEM
체험 ZONE

기업
ZONE

출연연
ZONE

기초과학, 로봇 체험

기업관

스마트시티 대전

로봇체험

KT 5G 디지털뉴딜 전시관

출연연 15(오프 12, 온 3)

사이언스 셔틀랩

미래기술(AI, AR, VR, XR) 체험

(ETRI, 선뱍해양플랜트(오프)

기초과학체험

창조경제혁신센터(스타트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온)

국제과학교류전

테크노파크(5G, 바이오 등)

출연연 오픈랩(항우연 ,에기연)

OFF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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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대전컨벤션센터 1층] 배치도

로봇강연2
DIDP 디자인
성과전시회

로봇체험
시연장

사이언스
방탈출

메인 전시관
(107개 부스)

로봇강연1

리콘랩스

중회의실 각 24명 인원제한
동시 총 192명 / 1일 960명

전시장 각 2,520㎡ ÷ 6 ㎡
= 420명 출입 / 1일 2.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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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KT 5G
메타버스 혼합현실(MR) 기반의 디지털뉴딜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과
AI기반 로봇의 방역 행사장 운영 등의 디지털 뉴딜 메인 전시관 유치
• KT 리얼큐브
- 프로젝터, 스크린을 통한 실감미디어 프로그램 구축
- 참여인원, 콘텐츠, 반응형 등 사용자 특성에 맞는
22가지의 콘텐츠 제공

• KT AI 서빙로봇
- 100% 자율주행의 무게감지기능을 탑재한
서빙로봇
- 손소독제 및 방역물품을 올려, 전시관 내에
수시 순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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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기업 홍보영상 상영 및
포토존 활용의 기업 전시 유치
• 모터스포츠 트레일러
- 모터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제작한 차량
- 구성 : 2개의 미팅룸, 한국타이어 홍보 영상,
상주직원의 모터홈 소개

9

02.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국제과학교류전
USASEF(미), BASF(독), Titan(영)
과학체험 및 전시 체험
USASEF (미국 최대 과학축제)

BASF 키즈랩 (어린이 화학교실)

Titan (사이언스 셔틀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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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미래기술 체험 존_리콘랩스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 체험프로그램 유치
과학 관련 신규 콘텐츠 및 AR, VR, XR 기업 유치, 체험 확대
KAIST의 미디어아티스트 반성훈 박사의
특별 미디어 아트체험 유치
• COEXISTENCE – 현실과 가상의 공존

- 1980년대의 레트로한 공간을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체험
- 모션 인식을 통해 체험자의 행동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인터랙티브 체험

• VIRTUAL MOB – 버츄얼 아바타
- 스크린에 캐릭터가 인식되는 가상 모션 기술 체험
- 이동하면 스크린 속 캐릭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많은 캐릭터 속 방문자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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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로봇체험존(DR로봇랜드)

이슈
행사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 체험 프로그램
AI, 로봇공학, 프로그래밍 등 미래기술 체험
로봇&코딩 체험 프로그램(DR.로봇랜드)
_SMART KID, SMART CITY, SMART HEALTH 수요자 연령에 맞춘 맞춤형 로봇 체험 교육 및 시연, 사이언스커뮤니케이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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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대전컨벤션센터 2층] 배치도

[201호]
세계과학문화포럼
10.25(월)~26(화)
10:00~17:00

[202호]
오픈스튜디오
(개막식,음악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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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대전컨벤션센터 3층] 배치도

[컨퍼런스홀]
컨퍼런스홀

스마트디자인포럼 : 23일(토)
13:00~17:00

49인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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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체험프로그램
대전영재페스티벌
대전지역의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진행
행사
개요

ON OFF
그룹 ZOOM

•일
정 : 10. 23(토) ~ 26(화)
•주
최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
관 : 대전영재페스티벌교사연구회
• 행사내용 : 대전지역의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
• 참가규모 : 총 60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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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체험프로그램
ON OFF

사이언스 매직쇼 & 버블쇼
신나는 과학 실험과 퍼포먼스를 함께 비대면으로 즐기는
과학 마술과 버블쇼 연출
행사
개요

생중계 + 녹화

• 일 정 : 2021.10.23.(토)~10.24(일)
• 장 소 : DCC 202호
• 행사내용 :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 실험을 관람객과 함께 시연해보는 과학실험 퍼포먼스 쇼
온라인 생중계로 펼쳐지는 생생한 과학실험으로 이색의 재미를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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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체험프로그램
ON OFF

DSF 오픈 스테이지
사이언스 버스킹팀, 동아리 유치 등 다양한 무대공연 행사
참여단체 및 축제 중 열린 무대형식의 상시 운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행사
개요

•일
•장
•내
•모

정 : 10. 23(토) – 26(화) 13:00~18:00 / 주말 야간 ~20:00
소 : DCC 202호
용 : 캐릭터쇼, 관내 버스킹팀, 동아리 무대 공연
집 : 2021.09.15(수) ~ 10.15(금) / 상시 선정의 개별 연락 진행

참여기업
PR

문화예술
협단체

버스킹

관내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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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체험프로그램
신세계 Art & Science 과학문화 체험
넥스페리움, 과학과 문화를 동시에 즐기는 에듀테인먼트 체험
- Human Matter, Heart, Body를 주제로 21가지 전시 체험 및 강연

오픈스테이지, 다양하게 펼쳐지는 과학실험, 지식강연 및 공연 관람
행사
개요

•일
•장
•내

정 : 10. 23(토), 24(일), 30(토), 31(일), 오후 2시
소 : 신세계백화점 6, 7 F 특설무대
용 :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과학문화 퍼포먼스
긱블
과학드림
유튜버

과학마술사
최형배

허풍선이
과학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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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과학강연
과학강연

ON OFF

제6회 세계과학문화포럼

X-STEM 지구사랑 과학희망학교

일정 / 장소 : 10.25~26, DCC 201호
_과학과 문화의 융합, 글로벌 과학이슈 논의의 장
/ 일반인 대상

장소 : 온라인
_메타버스 게더타운, 과학기술분야 강연,토크콘서트,
퀴즈쇼, 진로 토크 콘서트 /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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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덕특구 참여 프로그램
대덕 Lab’s Party

ON OFF

미래를 선도하는 대덕 과학기술인들의 문화예술경연 무대
경연을 통한 교류와 화합의 파티
•일
•장
•구
•내

정 : 10. 23(토) 15:00~16:30
소 : DCC 202호
성 : 대덕연구개발특구 문화 예술 동아리의 문화예술 무대 공연
용 :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심사 후 시상 진행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09.15 (수) ~ 10.15(금)
/ 상시 선정의 개별 연락
- 모집분야 : 대덕 특구 내 기관 동아리
- 신청방법 : 구글 폼 작성
• 활동내용
- 경연식의 무대 진행으로 시상 진행
(1등-100만원, 2등-50만원, 3등-30만원,
참가상-20만원 / 온통대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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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시민참여 프로그램
‘DSF Again 1993’ 추억사진 공모전

시민
참여

1993년 대전 엑스포의 추억을 떠올리는 추억 사진 공모전 진행
DCC 내 미디어월 전시로 축제 방문객들에게 대전엑스포의 추억 전달
행사
개요

• 공모일정 : 09.15 (월) ~ 10.15 (금)
• 공모내용 : 1993년 대전엑스포 추억의 사연 및 사진 공모전 진행
• 시상내역 : 최우수(1명/30만원), 우수(3명/20만원), 장려(6명/5만원) / 문화상품권 지급
참가상(100명/모바일 기프티콘) / 베스트 사연상(3명/대전 시내 호텔 숙박권)
• 진행사항 : 출품작 축제 기간내 DCC 전시 진행 예정

SNS 홍보 이벤트와 연계하여 축제 사전 진행 홍보
축제 기간 대전컨벤션센터 1층 로비내 미디어 보드, 사진 전시 진행

Again1993
엑스포
추억공모

공모
SNS이벤트

사진공모작
추억 전시

DSF Agai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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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시민참여 프로그램
ON OFF
K-사이언스 멘토링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개요

•일
•장
•내

정 : 2021년 10월 23일(토) 10시~12시
소 : DCC 또는 온라인
용 : 과학분야 이공계 인재양성과 진로설계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1. 참가 대상 : 국내 고등학교1학년(G10)~3학년(G12) 재학생 약 20여명
2. 추진 내용 :
- 전문가 초청 강연 : 한국과학기술원 명현 교수(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한국과학기술원의 두더지 로봇-몰봇 관련 강의진행(안)
참가 학생 질의 응답 진행 등 / 참가 학생 기념품 증정 등 (메가박스 관람권 등)

TARGET
과학영재
및 특성화
고등학생

언론사
대외 협력으로
홍보대상 확대

고등학생
사전 홍보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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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시민참여 프로그램
디지털 뉴딜 사이언스 공모전

시민
참여

일상 속 과학의 변화를 실감하는 꿈나무들의 다양한 시각을 바라보는 과학 공모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디지털 뉴딜과 미래 과학을 주제로 한 시각, 영상 디자인 공모
행사
개요

• 공모일정 : 09.15 (월) ~ 10.15 (금)
• 공모주제 : 일상 속의 디지털 뉴딜과 미래과학 (변화하고 있는 일상 속의 과학 등)
• 시상내역 : 대전시장상(1명), 공사사장상(1명), 장려상(2명) / 초중고 대상 및 분야별 시상 진행

일상 속
디지털뉴딜

영상
웹툰
포스터

TARGET
초,중,고
대상 청소년

전문가심사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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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BC 홍보
[대전 MBC 뉴스 보도 및 현장 취재 ]

“

여기는 미래 과학을 체험하는 현장
2021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대전컨벤션센터 입니다.

미래 과학 체험과 즐거운 과학을 만나는
2021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개막합니다.

뉴스 보도
_ 대전 MBC 단신 뉴스 보도 및 현장 취재 보도
_ 축제 사전 / 개최중 / 사후 _ 보도 시간 : 미정
_ 시장님 인터뷰

”

풍성한 축제가 기다립니다.
안전한 축제, 즐거운 과학 일상을 만나는
미래과학을 만나보세요!

현장 취재 보도 / 인터뷰
_ 축제 현장 취재 및 시민 / 기관장 인터뷰
_ 축제 프로그램, 주요 이슈 현장 취재 보도
_ 인터뷰 : 과학부시장, 공사 사장, 참여 시민, 축제
관계자
_ 러닝 타임 : 단신 / 20분 이내

화창한 가을 하늘이 이어집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연계 보도
_ 축제 개막 전 주간 날씨 보도
_ 기상 보도와 함께 축제 현장 방문 유도
_ 축제 직전 보도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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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BC 홍보
파급력과 신뢰성이 높은 TV 방송 홍보와 축제 보도를 통한
DSF 개최 이슈의 전방위 확산 및 축제장으로의 방문 유도
대전 MBC TV / 라디오 SPOT 제작 및 송출

_ TV SPOT : 축제 1개월 전 약 150회 송출 (프라임 시간대 포함)
_ 라디오 SPOT : 축제 1개월 전 AM / FM 약 210회 이상 송출

축제 공식 SNS 전방위 홍보 전개

축제 공식 SNS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신규 개설 및 팔로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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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 온라인 홍보

“

타깃층에 맞는 SNS 홍보 전략 수립 및 홍보 콘텐츠 제작

학부모 및 가족 타깃 홍보

네이버 밴드
- 30-40대를 타깃으로 홍보 콘텐츠 게시
-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위주 홍보

DSF오징어게임 x 사이언스
-오징어게임속 과학적 요소 과학
유튜버 설명
- 쉽고 재이있는 과학 시리즈영상
제작 및 홍보

대전지역 맘카페 홍보
- 아이들을 타깃으로 교육 콘텐츠 홍보
-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위주 홍보

아이엠스쿨 광고문자
-학부모 타깃 광고문자 발송
-DSF전시체험 사전예약 홍보

”

10-20대 타깃 홍보

DSF 브이로그
- 유튜브를 활용하여 DSF 비하인드 스토리
브이로그 게시

인스타그램 AR필터 이벤트
-10-20대를 타깃으로 참여형 콘텐츠 게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해시태그 후 이벤트 참여

밈 활용 카드뉴스
- 10-20대를 타깃으로 밈을 활용하여
카드뉴스 제작

MBTI유형별 DSF 프로그램 홍보
-10-20대 타깃으로 MBTI유형별 홍보
- MBTI를 활용한 DSF 즐기기 콘텐츠 게시

Post-DSF 프로그램

01. Post-DSF 프로그램
MBC 전국단위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 마스터X’ 프로그램 방영

원도심
활성화

MBC네트워크 활용 중앙 예능 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의 전국 인지도 제고

방송
개요

• 프로그램명 : 선을 넘는 녀석들 ‘이상한 나라의 과학자 찾기(가제)＇
• 촬 영 : 10. 22(금), 11:00-18:30
• 출연진 : 전현무, 김종민, 유병재, 김상욱교수, KAIST 명현교수
• 방 영 : 2021년 11월 중
• 내 용 : 4개의 소주제를 연결,’ 365일 과학이 일상인 도시 대전’을 간접 홍보
- 과학의 시선으로 본 버뮤다 삼각지대 비밀, 우주는 얼마나 넓은가, 우주에서 온 UFO, 로봇은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 ?
- 미래 과학을 만나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소개(대전에서 과학과 놀면서 과학과 가까워 질 수 있다 !
>> 촬영(안) : 과학공원 한빛탑(오프닝),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전시장, 국립중앙과학관, KAIST,
출연연, OLEV 버스, 신세계 아트&싸이언스 넥스페리움, 전망대(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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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ost -DSF 프로그램
OFF ON

열기구 계류비행
대형 열기구를 타고 약 30m 상공에서 내려보는 대전의 풍경
이색 야간 항공 체험으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 선사

행사
개요

•일
•장
•내

정 : 11. 6(금) ~ 7(일) 17:00-21:00
소 : 갑천변 일원
용 : 한빛탑 인근 갑천변에서 열기구 2대 운영 / 계류비행 체험으로 대전의 밤하늘 체험

이색
항공 체험

체험희망자
사전 접수

열기구
체험 투어

열기구 체험 시 탑승객 대기장소 및 야간 안전
조명등, 보조인력의 안전 확보
체험 장소 선정 시 각종 인허가 승인 완료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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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ost -DSF 프로그램
OFF ON

씨네 사이언스 토크콘서트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에서 진행되는 과학영화 특별 상영
과학분야의 저명 인사 특별 초청으로 과학 토크콘서트 진행
행사
개요

•일
•장
•내

정 : 11.6(토)~11.7(일) / 토크쇼(30분) + 영화 상영 (125분)
소 : 메가박스 대전중앙로점
용 : 가족단위 관람을 고려한 과학영화 특별 상영과 함께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과학도시 거점화 이벤트

_ 이제는 현실이 된 미래 과학을 영화를 통해 바라보는 과학 영화 토크 콘서트
_ 인공지능 AI와 함께 디지털 뉴딜의 중점이 되는 미래 과학을 함께 나누는 시간
_ 토크쇼 형태의 영화 관람 전 관전 포인트 강의

한재권 로봇공학자
_ 버지니아공과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박사
_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부교수
_ 방송 : XTM ‘밝히는 과학자들’ CBS ‘세바시’
_ 저서 : ‘소년소녀, 과학하라!’ ‘로봇정신’

(영화) Her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 내용 :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를
만나 상처를 회복하고
행복을 찾기 시작한 ‘테오도르‘의 이야기
-19회 ‘크리티스 초이스 시상식’ 각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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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시민참여 프로그램
OFF ON

[글로벌 대학 토론] DSF SCIENCE LAB
대통령 UN 연설 중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발표에 따른 주제선정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관련 주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창의적인 해결방안 탐구 기회 제공
행사
개요

•일
•장

TARGET
이공대학
학부생

정 : 2021년 11월 6일(토) 10시~12시
소 : 원도심 메가박스

관내 이공대학 학부 (얘)

• 참가 대상 :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대학 2개교 + 관내 대학교 4개교 내외
• 행사 내용
- 예선: 부여된 주제에 맞는 발표문(PPT) 제출
- 본선 : 선발된 6개팀 프레젠테이션
• 제시 주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중 생명과학 관련 이슈
- 기아 해결, 건강과 웰빙,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등

관내 이공대학 학부 + 글로벌 캠퍼스 학부 유치

카이스트
한국뉴욕
주립대학교

한남대

벨기에
겐트 대학교
충남대

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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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ost -DSF 프로그램
OFF ON

[대전과학테마투어] Old & New Science Tour
대전 문화투어와 함께 과학기술을 만나보는 도심체험형 과학테마여행
소제동 투어와 과학 토크 콘서트 진행(CNCITY 마음재단)
행사
개요

•일
•장
•내

정 : 11.6(토)~11.7(일)
소 : 대전 소제동 일원
용 : 역사가 담긴 소제동 투어와 함께 과학전문가와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도심체험형 테마투어

소제동
아트벨트
투어

>> 투어 (안) : 소제동 투어, AR+VR 체험, 소제동 아트벨트 전시 관람 등
과학자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소제동
아트벨트 투어

과학콘서트

도심형
과학
콘서트

과학
체험활동

VR / AR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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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Post -DSF 프로그램
OFF ON

오월드 연계 – 사이언스 매직 체험
마술 속의 과학원리를 보여주는 융복합의 매직체험으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사이언스적 요소를 보여주는 매직쇼로 오월드 방문 유도
행사
개요

•일
•장
•내

정 : 11.6(토)~11.7(일)
소 : 대전 오월드 메인무대
용 : 매직 & 버블 & 벌룬쇼 등의 관객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형 융복합 퍼포먼스쇼

신탄진도서관_사이언스 공연
_ 일정 : 11. 13(토) ~11.14(일)
_ 내용 : 과학과 마술, 지식과 재미를 잡는 사이언스 매직쇼, 버블과 마술, 복화술
등 과학문화공연

사이언스
매직쇼

배직
버블쇼

복화술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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