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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의 편안하고 따뜻함, 대티골 황토구들방

'빨리빨리' 문화와 편의주의 사고가 우리의 전통문화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서 이제 시골에서도 옛 정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축에서도 과거 구들에 대한 향수를 느낄만한 곳

이 거의 없습니다.

시멘트 벽에 보일러가 일반화 되어 버렸고 직접 장작불을 지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구들은 역사 속의 주거 문화로만 인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티골은 슬로우 시티(Slo w Ci ty)인 '자연치유생태마을'이란 이름으로 자연과 생태를 지키고 전통문화 복원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 어울림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황토

구들방은 이러한 대티골아 추구하는 가치, 즉 전통생활문화의 한 부분으로 생성되었으며 고향집의 정서를 느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무를 해서 직접 불을 떼고 힘들 굴뚝 청소까

지 해야하지만,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대티골 사람들은 황토구들방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황토구들방에서 자연속의 여유로움과 휴식을 느껴보세요~

대티골 황토구들방 주위에는 아름다운 일월산과 반변천(영양~청송~안동시를 흐르는 총 10 9 ,40 km의 하천)의 발원지가 있으며, 수질이 최상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강송을 비롯

한 소나무 숲과 침엽수 등이 어우러져 숲길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티골 숲길(옛 마을길~산길~옛 비포장국도를 잇는 길)은 생명의 숲이 주최한 "제 10 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숲길'로 선정되어 황토구들방과 최적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토구들방의 특징

몸에 좋은 황토와 전통난방 방식인 구들이 만났습니다.

기둥, 석가래, 지붕에 쓰인 모든 목재는 금강송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의 방(약 6 명 숙박 가능)이 있으며 독채로 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돌을 깔아 정서적인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난방 연료는 10 0 % 나무만을 사용합니다.

생태정화 연못을 만들어 오수를 자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태정화 연못에서는 연 등 오수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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