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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의별보러떠나볼까?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안성맞춤랜드 안에 위치한 안성맞춤천문과학관은

아이들에게는 천문과학의 꿈과 생생한 우주의 신비를

전해주고어른들에게는밤하늘별을세던추억을떠올

리게해주는곳이다

천문대의 주관측실에는 행성과 달 관측에 특화된

250 굴절망원경이 설치돼 낮에는 태양의 흑점을 관

찰하고밤에는별자리등을관측할수있다 보조관측

실에는 굴절망원경 2대 반사굴절망원경 3대 쌍안경

등을구비해동시에여러명이다양한망원경을사용한

관측이가능하다 4D 영상관에서는돔천장에펼쳐지

는천문관련영상물을시청하는동안영상에맞추어의

자가움직이면서물바람등다양한효과가더해진다

주소경기도안성시보개면남사당로 1989

문의(031)6756975

이용시간1회차오후 2시 2회차오후 4시 3회

차오후 5시 4회차오후 8시 5회차오후 9시

(관람체험 50분소요 3회차는일요일만운영)

꿈이있는새로운세상 송암스페이스센터

별 관측과 우주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스페이스센터 1층의 플라네타리움에서는 돔으로 된

반구형스크린을통해별이빛나는밤하늘을보며실내

에서 우주를 경험할 수 있다 2층의 스타스키친에서

는피자와파스타등식사와음료를즐길수있다

맞은편에있는케이블카를이용해산정상의천문대

로이동할수있다 천문대에도착하면별자리의위치

이름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옥상광장으로 이

동해별관측이시작된다 이곳의주망원경은 한국천

문연구원과 표준과학원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 600 반사망원경이다 가격이 3억여 원에 육박

하는만큼작은망원경으로는관측이어려운별들의모

임과은하를보는데충분한성능을발휘한다

주소경기도양주시장흥면권율로 185

문의(031)8946000

이용시간오전11시오후9시(매주월요일휴무)

오색찬란 포천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

포천아트밸리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매년 열리는 불빛동화축제

는 작은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찬란한 밤의 축제다 올

겨울은 Lighting & illumination을 타이틀로 더욱

화려해진 로맨틱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라벤더 밭에

오색 불빛이 가득 채워지는 산타마을은 동화책 속의

한 장면 같은 설렘을 준다 허브힐링센터에서 특별한

아로마테라피를즐겨도좋고 산타클로스옷을입어보

고크리스마스트리와비누등을직접만들어보는 크리

스마스소품만들기에참여해도좋다

버려진 채석장을 문화와 예술의 치유공간으로 재탄

생시킨포천아트밸리역시야간관광명소다입구에서

모노레일을타고천주호를지나며야경을즐긴뒤정상

부근의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에서 바라본 아름다

운 별빛은 감동이다 천문대 1층과 2층에는 우주의 신

비와인간의 도전을담은전시실이 3층에는 재미있는

별자리여행을 떠나는 천체투영실을 갖췄고 옥상에 마

련된천체관측실에서는다양한망원경으로행성과성

단등을관찰할수있다

▲허브아일랜드

주소경기도포천시신북면청신로947번길 35

문의(031)5356494

이용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금토 폐장 1시간

연장)

▲포천아트밸리천문과학관

주소경기도포천시신북면아트밸리로 234

문의(031)5383488

이용시간오전 9시오후 8시 50분(11월2월)

동화 속 축제 쁘띠프랑스 어린왕자 별빛축제&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가평의 작은 마을 쁘띠프랑스에서는 매년 겨울 어

린왕자 별빛축제를 연다 프랑스풍 건물로 이뤄진 마

을 전체에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며 크리스마스트리와

어린왕자 이야기 속 배경을 옮긴 빛 조형물이 설치돼

동화나라에 여행 온 듯 한 낭만이 넘쳐난다 이곳에서

촬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소재로 한 조명 쇼

도민준초능력타임과인형극 마술쇼등다채로운축

제행사가특별한겨울밤추억을선사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아침고요수목원의 오색별빛

정원전도 기대되는 야경이다 겨울 밤 정원에 쏟아지

는별빛을주제로하경정원 아침광장 하늘길 달빛정

원 등 13만(4만 평)의 정원에 각기 다른 오색별빛을

장식한다 15m4m에이르는다양한크기의기린 사

슴곰등동물조형물이가득한침엽수정원낙엽송을

타고 오르는 거대한 덩굴식물이 있는 달빛정원 별빛

터널이 있는 고향집정원 푸른 별빛의 물결이 펼쳐진

잔디광장등화려한빛의향연이관람객들의눈을사로

잡는다

▲쁘띠프랑스

주소경기도가평군청평면고성리616

문의(031)5848200

이용시간오전9시오후8시

▲아침고요수목원

주소경기도가평군상면수목원로432

문의15446703

이용시간오전8시30분오후9시 (토요일은오

후 11시까지개장)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

경인일보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가평아침고요수목원의오색별빛정원전 경기관광공사제공

밤이아름다운이유는

별이빛나기때문일거야

팔도를 유람하는 여행객

들에겐 겨울의 짧은 햇살이

그저 아쉽다 모처럼 나들이

를 나섰다가도 여행지에 도

착해늦은점심을먹은뒤주

변을 돌아볼라치면 시계는

어느덧오후 5시 해는서산으로뉘엿뉘엿기울어간다

아쉬운 마음에 숙소로 발걸음을 돌리지만 이제 겨우

오후 7시에접어든밤하늘은이미한밤중같다그러나

발상을 반대로 바꾸면 쌀쌀하지만 맑은 공기 어느 때

보다청명하고긴밤하늘을가진겨울은야경을감상하

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촘촘하게 박힌 별로 수놓은

하늘과오색형형한불빛으로둘러싸인겨울정원은자

연미와인공미를동시에품은최고의추억을선사한다

별 따라 떠나는 겨울 정원 여행

경기

안성맞춤천문과학관주관측관의굴절망원경

경기관광공사제공

천문과학관망원경속은하계세상

라벤더꽃밭오색불빛 동화 세상

프랑스풍마을에선 어린왕자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