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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족산황톳길은해발 200300m에 위치해 있다 장동 산림욕장을지나 600여m를 더 올

라가면본격적으로길이시작된다

뜨거웠던여름은가고에코힐링 대전의가을이오네

사랑하는이들과함께라면대청호500리길

을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천

히걷고싶다면 대청호 500리길을찾는것이정

답이다 대전동구와대덕구의대청호반길 충북

옥천의 향수 100리길 청원의 청남대 길 보은의

보은길을잇는대청호 500리 길은총 200의 거

리를 자랑하는 도보 코스다 21개로 나뉜 코스는

각구간마다특색이뚜렷해걷는맛이배가된다

가족과함께한다면오토캠핑장이만들어진 1

구간이 좋은 코스다 1구간은 캐러밴 10대 오토

캠핑장 40개 공연장과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

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

히 대전 대덕구 이현동의 두메마을에 들러 몸에

좋은 산야초 효소 토속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하며 교육과 힐링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사진 애호가들이라면 풍광이 좋은 7구간을 추

천한다 부소무니 환산 아래 연화부소형의 명

당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물위에 떠있

는 산이기에 부소담악이라고 불린다 코스도 이

름을 그대로 따왔다 부소담악길이라고 불리는

7구간은국토부와한국하천협회에서뽑은 아름

다운 하천 100선 중 가장 아름다운 6대 하천에

올라있기도하다 아름다운섬의모양과주변경

치 덕에 사진 애호가들로부터 사계절 내내 각광

받고있다

맨발의 즐거움 계족산 황톳길대전 에코

힐링(eco healing)의최고봉은계족산황톳길이

다 에코힐링은환경을뜻하는 ecology와 치유

를 뜻하는 healing의 합성어로 황톳길은 자연

속에서 힐링을 얻으며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모토

로하고있다 조웅래맥키스컴퍼니회장이지난

2006년부터만들기시작해대전의명소로자리잡

았다

황톳길은해발 200300m에위치해있다 장동

산림욕장을 지나 600여m를 더 올라가면 본격적

으로길이시작된다황토가뿌려진길은폭2m에

달한다 고운 입자의 황토가 발을 감싸 부드럽고

도 시원하다 약 145의 거리를맨발로 걷다 보

면몸도마음도절로치유가된다 전체를돌아보

려면 4시간정도걸리지만 짧게 2시간만에끝낼

수있는코스도있다

길을따라천천히올라가다보면사적 355호인

계족산성이있다 가을에는단풍을볼수있는곳

이기도 하다 삼국시대에 지어진 산성은 성벽만

1037m 높이는 10여m에 이른다 내부에는 과거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물과 저수지 등의 흔적이

남아있어보는맛이쏠쏠하다 특히황톳길중간

마다정자가마련돼있어지친다리를잠시쉴수

도있다 시원한산바람을맞으며쉬다보면어느

새신선이된자신을볼수있을것이다

효!월드에서 나의 뿌리 찾아보기대전에

왔다면자신의기원을찾는체험도할수있다 대

전 중구 안영동에 위치한 효!월드는 효 문화마

을 뿌리공원 족보박물관등효의가치와의미를

되새길수있는곳이다 전통의계승 그리고효에

대한교육도함께할수있어체험공간으로인기

가높다

효월드의 대표 명소인 뿌리공원은 전국 유일

의 효 테마공원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성씨별 조형물이 마련돼있다 사신도 12지를 형

상화한샘물 수변무대잔디광장등도있어체험

학습을하기에아주좋다 지난 1997년 11월개장

한뿌리공원은 136개 성씨를형상화한조형물이

상징이다 각 문중의 특성에 맞게 세워진 조형물

들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인기가 좋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공원 내부를 걷다 보면 시간이 순식

간에지나가기도한다

뿌리공원옆의족보박물관에서도특별한체험

을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록을

모토로 내세우는 족보박물관은 2010년 4월 문을

열었다 박물관은 족보들을 항상 전시해놓는 상

설전시실 특별전시가 열리는 기획전시실 강당

등이 갖춰져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은휴관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대전일보전희진기자

대전중구안영동에위치한 효!월드는효문화마을 뿌리공원 족보박물관등효의가치와

의미를되새길수있는곳이다

전국유일효테마공원 뿌리공원

계족산황톳길에서맨발의즐거움

나의뿌리를찾는효문화마을

대전동구와대덕구의대청호반길충북옥천의향수 100리길 청원의청남대길보은의보은길을잇는대청호500리길은총200의거리를자랑하는도보코스다사진

은대청호반의모습

계절은정직하다 그어느때보다사납던여름이지나니어느새당연하다는듯가을

이다가왔다가을은선선한바람으로불어와목덜미에손끝에그리고입술에타고흐

르며자신이왔음을알린다 뜨거웠던여름과싸우느라지쳤다면이제는몸과마음이

편안해질수있는곳으로떠나야한다 고난의계절을지나온만큼가을은더욱풍성한

과실로우리를맞이할테다 가을초입의대전명소를걸으며그넉넉함으로오감을채

우는것은어떨까신발을벗고 그리고가벼운옷차림을하고대전으로조용히발걸음을옮겨보자

한국지방신문협회TV조선 공동기획

대전

대청호 500리길을가족과함께

계족산성가을단풍유명

족보박물관을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