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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는 대티골
자연 치유 생태 마을 대티골



목록

자연 치유 생태 마을 대티골자연 치유 생태 마을 대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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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브라우저는 비디오 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양군 용화2리, 우뚝솟은 일월산 자락 아래 깊숙한 산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듬성듬성 가옥들이 보이는 시골마을을 만나게 된다. 아
름다운 숲길과 맑은 물소리,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만날 수 있는 자연 치유 생태 마을 “대티골” 이다.

대티골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과 숲, 그리고 마을을 가로지르며 흘러내리는 개울 등 자연그대로의 풍경과 시골마을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곳
이다.. 

대티골은 입구에서 부터 크고 작은 숲길들로 이어져 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을 들으며 걷는 숲길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한다.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은 청송에서 영양, 봉화, 강원 영월을 잇는 ‘외씨버선길’의 일부다.

일제강점기 때 일월산 광산에서 캐낸 광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닦은 이 길은 최근 대티골 주민이 정비해 치유의 길로 거듭났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자연 본래의 가치를 살려 찾는 이들에게 무한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곳곳에 황토로 만든 가옥들이 눈에 띈다.

마을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황토구들방은 황토와 금강송 등의 천연자재로만 지어졌고, 직접 장작불을 떼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옛 시골의 정취와 향수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또한 느껴진다.

대티골은 아름다운 숲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뿐 아니라 계절에 맞춰 산마늘, 고추, 고구마 등의 농산물체험, 아이들을 위한 곤충만들기, 나무피
리 만들기 등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윗 대티골에서 국도를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일월산 자생화 공원이 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이곳은 일제강점기때 제련소로 운영되다가
폐광된 곳으로 2004년에 각종 편의시설과 야생 꽃을 식재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야생화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이외에도 통일신라시대 세워진 용화리 삼층석탑, 선녀들이 목욕하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용화선녀탕, 낙동강 지류인 반변천의 발원지인
뿌리샘 등 자연 그대로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많은 볼거리들을 만날 수 있다.

자연치유생태마을이란 이름으로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대티골, 이곳에 오면 자연속의 여유로움과 휴식을 통해 바쁘고 고달픈 삶
의 작은 쉼표를 그릴 수 있을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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