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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청에서 승용차로

30분정도떨어진곳에매일저녁빛의세상이펼쳐

진다 렛츠런파크부산경남의빛축제 일루미아(il�

lumia)가바로그곳 렛츠런파크부산경남은창원

부산간도로(유료도로) 개통이후더욱가까워졌다

일루미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빛 테마파크로 빛

을 뜻하는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과 환상을

의미하는 일루션(illusion) 나라를 뜻하는 접미어

la의합성어이다 일루미아는 꿈과사랑을전하

는 빛의 교감을 주제로 하며 365일 펼쳐지는 빛

의향연빛의마법이펼쳐진다를테마로매일저녁

일몰후자정까지형형색색의LED 조명 1000만개

가관람객들을반긴다

평일저녁과 주말 저녁의 일루미아는 확연히 달

랐다

평일저녁은관람객들이그리많지않았다 가족

과연인으로추정되는관람객서너팀만보일뿐이

었다 일루미아에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라이팅

페스타 드림라이팅페스타 등을 제외하면 조용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주말 저녁은 일루미아 매표소 주차장이

절반정도차있었다 영상 6도 정도로다소쌀쌀한

날씨에도 일루미아를 보기 위한 관람객들은 많았

다 중국인관광객도있었으며 유모차를끌고오는

가족들도눈에많이띄었다

대부분의 연인들은 카메라

와삼각대를가지고찾았다

일루미아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핵심시설인 호

스토리랜드와 호스아일랜

드 전역(15만3520)에 조

성돼 있으며 두 곳 모두 특

색을갖추고있다

호스토리랜드는 빛의 나

들목 설렘 가득한 꿈의 빛

축제로들어가는꿈의터널

별빛 자연 들판에서 수많은

동물과의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를담은별빛터널 은하수생명빛이찬란하게

춤을추는생명언덕빛의요정이서로의지하며대

화를 나눈다는 다감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시

20분 40분에는 포세이돈광장에서 라이팅페스타

가 진행된다 포세이돈광장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관건물에서도함께진행된다 각국의말들이경주

를하면서같이결승선을통과해모두가승리자며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일루미아라는 내용이다

다양한 건물과 터널 언덕 등에서는 예쁜 사진을

담으려는관람객들을쉽게만날수있다

호스아일랜드는 1 인공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빛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돼 있다 오후 8시 9

시 10시 11시 인공호수 위에서 웅장한 음악과 함

께 20분정도의스토리텔링영상이전개된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물 위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

고의 멀티영상쇼라는 점만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될듯하다

호스아일랜드는행복하는추억을되새기며미래

를꿈꾸는해피로드서로의꿈을나누며별빛추억

에 잠기는 꿈꾸는 언덕 사랑을 속삭이며 낭만에

잠길 수 있는 로즈로드 행복을 응원하는 馬(마)음

길별빛파도가넘실거리는힐링의언덕인별빛풍

덩 언덕 빛과의 교감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가는

상상놀이터등으로이뤄져있다

일루미아는 지난 3월 31일 개장 후 최근 누적입

장객수 10만명을 돌파했다 천천히 둘러보면 최소

1시간30분이상이소요된다일몰후인오후6시무

렵부터입장할수있기때문에옷을든든하게입고

가는것이좋다핫팩이나담요등을챙겨가는것도

괜찮다

또 다소 추운 날씨를 감안한다면 일루미아(ht�

tpwwwillumiacokr) 홈페이지에서 추천코

스를찾아보는것이좋을듯싶다 일루미아는연인

코스(약 1시간20분 소요) 가족코스(약 1시간40분

소요) 아이동반 코스(약 1시간40분 소요) 등 추천

코스를 안내한다 연인코스는 꿈의 터널별빛터

널생명언덕다감길꿈꾸는 언덕로즈로드해피

로드 가족코스는 꿈의 터널별빛터널생명언덕

꿈꾸는 언덕로즈로드해피로드별빛풍덩언덕

아이동반코스는리틀히어로월드꿈의터널별빛

터널생명언덕꿈꾸는 언덕로즈로드해피로드

등으로구성돼있다날씨가춥지않다면굳이추천

코스에얽매이지않고자유롭게둘러봐도된다

일루미아 관계자는 평일에는 400500명 토

요일에는 3000여명금일요일에는 1200명정도의

관광객들이 찾는다 평지로만 구성돼 있어 입체계

을살리기위해계속해서LED조명을추가설치하

는 등 보완 작업 중이다고 설명했다 일루미아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관련 시설들을 마련

할예정이다

일루미아의운영으로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경

마가 있는 금일요일만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

라매일사람들이찾는곳으로바뀌고있다 렛츠런

파크 부산경남 고중환 본부장은 말(馬)을 주제로

건설한 일루미아는 디즈니랜드 롯데월드 등 국내

외 유명 테마파크를 설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

아 최대한 예술성을 가미했다며 경마 시행으로

주말에만활성화되던렛츠런파크가일루미아덕분

에365일관람객들의발길이끊이지않는화려한야

간조명의축제장으로거듭날수있었다고말했다

연인 친구 또는 가족들과 겨울 추억을 쌓고 싶

다면일루미아를추천한다 특히연애를시작한지

얼마안된커플이라면수많은LED조명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LED뿐만

아니라다양한포토존에서사진을찍을수도있다

동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자 다녀오는 것도 나쁘

지 않다 혼자 간다고 해도 넓은 공간 속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으며 주변 연인과 가

족들을 보면서 솔로 탈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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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빛축제 일루미아

부산

오천만년전천만개의별이내려와춤을췄다네

일루미아에입장하면한쪽벽면에시놉시스를안내

하고 있다 오천만년 전 말(馬)의 조상 에오히푸스는

인간과 말이 통하는 30 정도의 작은 친구였다 일

루미아는인간과말이교감을나눌때마다하늘의별

이하나씩내려와춤을추는아름다운마을이었다

그런데어느순간부터늘인간들곁에서그들의마

음을 위로하던 에오히푸스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후마을엔별이내려오지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하늘의 별이 된 에오히푸스들은 한

아이와엄마가나누는이야기를들었다

깜깜한 밤 하늘에 별이 하나 생기면 누군가의 꿈

이하나이루어진거래에오히푸스들은밤바다모여

생각을모아 얼마전까지가장사랑받았던미스터파

크를 땅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땅으로 내려온 미스

터파크는사람들에게다가가사람들이가진말에대한

생각들을바꾸어놓기위해재미있는빛의축제를열

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말들이 펼치는 재미있는 쇼

를 보고 돌아갈 때면 가슴 가득 희망이 차올랐다 지

금까지 일루미아에는 매일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

지않고그곳엔밤마다빛의축제가열리고있다

일루미아 입장료 일루미아는 연중 무휴 일몰

시간 이후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주중(월목)은

성인 1만1000원 청소년 9000원 아동 7000원이며주

말(금일)과 공휴일은 성인 1만2000원 청소년 1만

원 아동 8000원이다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은 입장권을 구매할 때 신분

증을제시하면 2000원씩할인받을수있다쿠팡이나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에서도 입장권을 할인받

아구입할수있다 기상악화또는현장상황에따라

안전을위해부득이하게관람이제한될수도있다

일루미아 시놉시스

말의 조상 에오히푸스

인간의마음어루만졌네

꿈터널별빛터널생명언덕

호수위멀티영상쇼馬음길등

일몰후자정까지환상의 LED 향연

연인가족아동코스 동화의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