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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톳길,
신 없어도 신 난다
13일부터 사흘간 계족산 맨발축제 열려
맨발체험과 국제설치미술제가 어우러진 지구촌 유일의
맨발축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대전광역시 대덕
구 계족산 숲 속 황톳길(사진)에서 열린다.
‘환경·생태(eco)’와 ‘치료(healing)’의 합성어인 ‘에코
힐링’을 콘셉트로 내건 맨발축제는 황톳길을 맨발로 걷거
나 달리는 선양 마사이마라톤과 국내외 작가 32명이 참가
하는 선양 국제설치미술제로 진행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은 맨발축제의 뒤에는 소주회사 (주)선
양의 조웅래(52) 회장이 있다. 조회장은 2006년 지인들과
계족산을 처음으로 맨발로 걸어본 뒤 스트레스 해소와 건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체험 행사가 열린다. 화려한 에어쇼를 감상하고 비행 시뮬레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경기국제항공전(왼쪽)과 딩기요트, 크루즈요트 등을 직접 타볼 수 있는 해양아카데미.

강효과에 매료돼 맨발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국제항공전·화성시

대회를 위해 계족산 14km 둘레길에 황토를 깔았다. 황
토는 바람 또는 비로 유실되기 때문에 매년 두 차례 이상

에어쇼 보러 갈까? 요트 타러 갈까?

새로 깔아야 한다. 한 번에 까는 황토는 덤프트럭 80대 분
량에 달한다. 황토 둘레길은 대회 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계족산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마사이마라톤대회는 15일 7km 가족맨발걷기와 13km
맨발달리기로 나누어 열린다. 참가 희망자가 많아 5000명
으로 제한하며, 7000원(7km), 1만5000원(13km)의 참가

5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사동

경기국제항공전, 헬기탑승 등 체험
화성 ‘해양 아카데미’선 공짜로 요트
가평 홍천선 신나는 봄꽃 페스티벌

보험료 및 교재비로 1인당 1만원이 필요
하다.(032-880-8495)

경기테크노파크 앞에서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기국제항공전이 열린다. 국내 최
고실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
글’을 포함해 영국과 미국, 헝가리 등의 세
계 비행사들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진

뀫황홀한 봄꽃의 향연 그 속으로
봄 여행의 백미는 이제 막 피어난 봄꽃
구경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꽃을 테마로 한 축제
가 곳곳에서 열린다.

도 펼쳐진다.(1544-6703)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도 8일까

13일부터 15일까지는 5km 구간에서 미술작품 전시,

5회째를 맞은 5월의 축제는 스포츠와 음

퍼포먼스가 있는 국제설치미술제를 개최한다. ‘에코힐링,

식, 체험, 공연문화가 어우러진 종합축제

황톳길 숲과 인간’을 주제로 32점의 설치미술작품이 전시

로 업그레이드 됐다.

된다.

한 봄꽃 정원으로 꾸며진다. 철쭉포토존

다. 항공기와 헬기탑승, 비행시뮬레이션
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 주변의 안산 다

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눈부신 5월, 나

문화 거리, 대부도, 시화호 갈대습지도 가

2500여종이 넘는 봄꽃을 만나볼 수 있는

열기구 체험존이 운영된다.

른한 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가족과 함께

볼 만 한다.(031-407-6655)

‘봄나들이 봄꽃축제’가 펼쳐진다. 5일 어

관련 행사도 다양하다.

아침고요수목원에서는

과 매봉산,두릉산 봄꽃전경을 볼 수 있는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계절의

경기도 화성에서는 영화 속에서만 봤던

린이날에는 페이스 페인팅과 버블 체험전

5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메탈블레이

여왕이 선사하는 푸르른 대자연과 함께 호

하얀 요트를 직접 타고 경험할 수 있다. 화

이 무료로 개최된다. 100종의 나무와 풀꽃

드 챔피언십(팽이대회)과 꾸러기 노래자

흡할 수 있는 축제를 즐겨보자.

성시와 인하대 경기씨그랜트 사업단은

을 사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어린이 미

랑을 개최한다. 8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10월까지 전곡항 마리나항에서 ‘해양 아

니도감도 무료 제공된다.

최근 화제를 모은 쎄시봉 김세환과 남궁옥

카데미’를 운영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딩

이 밖에 5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 아카

어린이날을 맞아 하늘과 바다를 직접 경

기요트, 크루즈요트, 해양레저(카약, 레프

펠라와 가야금, 재즈 등 다양한 레퍼토리

험해보자. 자연이 주는 웅장함은 어린이

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봄향기 음악회’

뀫하늘·바다와 함께 꿈도 ‘무럭무럭’

온라인 게임도 어린이날 이벤트 팡!팡!

분 등 7080 가수들의 리멤버 콘서트도 펼
쳐진다.(1588-4888)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를 펼친다.
피망을 운영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피파

주요 게임 포털 업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대규모 이벤트를 펼친다.
넥슨은 5일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엔비에
접속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별사탕 샤샤샥’

인기클릭 베스트 3

자료:네이버

‘정준호 루머’ 속 고소인 “정준호가 맞다” 파장예고
아이유가 ‘나가수’대신 ‘불후의 명곡 2’ 선택한 이유
채정안 ‘성형의혹’… 본인은 부인 vs 증거는 봇물
전설의 1대 8 트레이드를 기억하시나요?
KIA 타이거즈, 안일한 팀관리 … ‘위기 자초’
호날두“다음시즌엔곧바로바르셀로나에우승컵줘라”
‘폭행 여교사’ 피해 학부모 고소장 제출
지리산 자락서 산삼 83뿌리 횡재
십자가에 못박힌 사망자 한때 종교 심취
신라면 블랙, 진짜 곰탕 들어있나 조사 중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 금융회사 재취업 전면금지
제일저축은행 예금인출 인파로 ‘북새통’

아이템과 경험치를 제공한다. 카트라이더에

주는 캐시 아이템을 제공한다. 슬러거에서도

마시마로야, 뽀로로야? 위장취업 ‘마시뽀로’
중년의 뱃살, 치매 다가온다는 신호

서는 18일까지 특정 시간대에 게임머니(루

12일까지 인기 아이템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KTX승객 ‘8분 공포’ … 취객에 출입문 열린 채 달렸다

찌) 및 포인트를 추가지급하고 메이플스토리

펼친다. 넷마블을 운영하는 CJ E&M게임즈

온라인2에서 10일까지 선수 육성에 도움을

카트라이더 등 경험치·아이템 제공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비발디파크 조경단지는 철쭉을 테마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부터 석

가평

(愛)도시락, 급식비 후원에 사용된다.

지 봄꽃을 테마로 한 ‘5월의 축제’를 연다.

가탄신일까지 최장 6일의 황금연휴를 즐

경기도

비를 받는다. 참가비는 다문화 가정정책연구원, 사랑애

편집｜김남은 기자 kne81@donga.com 트위터 @sd_silver

징검다리 황금연휴 축제 즐기자!

들에게 무한한 꿈을 선사할 것이다.

는 스톤에이지를 통해 15일까지 넷마블 캐쉬

인기 동영상

‘내맘대로 Z9별’을 통해 5월 다섯 개의 선물

및 게임 아이템에 응모할 수 있는 포인트를

스쿠터 타는 강아지

을 준다는 콘셉트의 다채로운 이벤트(사진)

제공한다.

에서는 10일까지 지정된 시간에 경험치 및
아이템 획득률을 두 배로 높여준다.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은 캐주얼 게임

김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