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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의섬제주 <상>

머리가쭈뼛쭈뼛번개체험1000개의 이야기의자마을

천혜의자연을품고있는섬 눈

길 발길가는곳이모두그림같은섬

제주의 자연 속에서 오감이 즐거운 여름을

보내보자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에

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해볼 수

있다아이들이좋아할체험의세상어른들

의낭만이있는레저활동 상하로나눠 체

험의섬제주를만나본다

왼쪽부터 번개과학체험관 번

개뮤직공연 한라산이 보이는

번개과학관 카페 한국전에 투

입된전투기를볼수있는항공

우주박물관낙천의자마을

과학을놀이로배우는번개과학체험관

변화무쌍한 날씨의 여름이다 맑던 하늘에 한바

탕 소나기가 지나가기도 하고 번쩍번쩍 번개가 하

늘을 밝히기도 한다 어렸을 때 번개는 엄마 품을

찾게 하는 무섭고 낯선 현상이었다 무시무시했던

번개를과학이자놀이로만나볼수있다

지난 3월 세계최초로 서귀포시에 번개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신의 영역으로 통했던

번개의 비밀을 물리학 기상학 전기 공학 등 여러

학문을 통해 공부해 볼 수 있다 단순한 공부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솟아오르는 정전기 체험 천둥번개 속에

서 다양한 번개를 관찰할 수 있는 번개 터널 아름

다운빛의플라즈마볼체험등을통해놀이같은공

부를할수있다

번개공연도빼놓지말자 유명한곡들이번개의

빛과천둥소리로연주되고 테슬로코일장치를통

한인공번개가대추나무를때리기도하는등번개

가만드는이색공연이준비됐다 한라산이한눈에

보이는 카페테리아에서 차 한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다 서귀포앞바다와웅장한한라산을사이에두

고있는이곳의풍경도빼놓지말자 체험관옥상에

마련된 하늘 정원에서 제주의 바다와 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운이 좋다면 남벽 속살을 드러낸 한

라산을만날수도있다

체험관은연중무휴로운영되며관람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다 성수기에는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8000원이며 20인 이상단체는 2000원 할인

을받을수있다

(문의0647333500 httpwwwsklec

com)

상상의날개를펴는제주항공우주박물관

하늘을날고싶어하던인간의꿈은현실이됐다

하늘은 현실이 됐지만 여전히 미래와 상상의 공간

이기도 하다 항공우주박물관에서 하늘의 이야기

를들을수있다 항공역사관에서걸음을시작한다

하늘을향한꿈과도전의시간을만날수있는곳이

다

꿈의시작점인라이트형제의 플라이어호의 실

제크기모형과함께한국전쟁에투입된전투기와

팬텀전투기등실제항공기등이전시되어눈길을

끈다

파일러 복장을 하고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다 하

늘을 지나 우주로의 걸음 신비한 천문우주관에서

천문학이야기를공부하고 대형영상장치와LED

특수연출등을통해태양계 은하계 빅뱅등의신

비로운우주세계를경험할수있다 궁금했던우주

인들의생활모습도엿볼수있는장소다

테마관에는신나는모험의세상이펼쳐진다 인

터랙티브 영상관에서 30m 대형 파노라마 영상을

보며다양한콘텐츠를공부하고체험할수있다 우

주로봇과함께하는우주여행 최첨단돔영상관에

서 만나보는 하늘과 우주 별자리 이야기 등 신비

한세상속에서하늘과우주를공부할수있는생동

감넘치는공간이다

관람시간은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여름성

수기인 8월23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매

월 첫 번째 월요일은 휴관한다 (해당 월요일이 공

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 휴관) 관람

료는어른 1만5500원 청소년 1만3000원 어린이 1

만1000원이다

(문의0648002000 httpswwwjdc

jamcom)

천가지이야기가있는낙천아홉굿의자마을

하늘이내려주었다는제주낙천리 오뉴월땡볕에

서 제주를 만들던 설문대 할망이 흘린 땀방울이 아

홉연못으로변했다는옛이야기가있는마을이다

아홉 개의 샘(굿)이 있는 마을 아홉 가지 좋은

(good) 것들이 있는 즐거운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낙천아홉굿이라는마을로불린다

이곳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 낙천 의자마을 천

개의 의자가 있는 마을로도 유명하다 의자마을답

게마을입구에대형의

자 조형물이 우뚝 서서

사람들을 맞이한다

2007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만들어간 의자

가천개 2009년 7월의

자에 붙일 이름을 공모

하고 마을공원선포식

도열었다뚝딱뚝딱만

들어간 의자가 이제는

천개를넘어섰다별바

라기 백년해로 아버지의 의자 등 각 의자에는 글

귀가새겨져있다 하나하나의자에새겨진글귀를

읽어가며마을을산책하는소소한즐거움이있다

인연이있는의자도있다 이름공모이벤트를통

해초청한 100명중에부부로연을맺은이도있다

나들이 길에 먹을 것도 빠질 수 없다 아이들과

보리 피자 보리빵 보리 수제비 등을 직접 만들어

볼수있다 보리와 양파 파프리카등마을에서나

온 건강한 먹을거리를 이용하면서 만드는 즐거움

에먹는즐거움이더해졌다

(문의0647731946 httpninegoodgo2

vilorg) 제주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번개과학체험관

정전기체험번개 터널공연

대추나무때리는인공번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실물크기라이트형제 플라이어호

로봇과우주여행최첨단돔영상관

낙천 아홉 굿(Good) 의자마을

의자마다새겨진글귀따라산책

보리피자빵수제비만들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