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숲길은 목일신공원에서 시작하여 동남사거리 근처의 웃고얀근린공원, 범박산, 역곡천, 옥길동
마을 둘레를 지나는 길로 괴안동과 범박동, 옥길동 동네 곳곳을 누비는 길입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도 농촌 마을이었던 동네들이 지금은 새로운 도시가 되었지만 도시숲길 위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과거의 길들과 옛 동네의 흔적, 산과 내, 들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천문화둘레길 1

도시숲길은 특별한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서지 않아도 가벼운 차림으로 걸을 수 있는 동네 산책길

도시숲길

입니다. 자연의 숲과 인간의 숲 사이로 길을 떠나 봅시다!
총구간 7.7km, 120분 소요
함께 만든 사람
길라잡이_ 김신연, 송행덕, 송혜숙, 양승학, 윤병권

향토역사분야 감수_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생태분야 감수_ 유종반 (생태교육센터 이랑 이사장)

글 그림_ 김은희 (일러스트레이터)

사진_ 이보영(부천시청 홍보담당관)

발행_ 부천시 축제관광과

괴안 범박 옥길

부천의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존 부천둘레길 5개 구간(42,195km)이 심장 모양 도시의 시계(市界)를 중심으로 산, 공원,
들판, 하천 등 테마를 연결한 외곽선 둘레길이라면, 문화둘레길은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생태, 역사, 문화를 연결한 도시의 내면(inside)을 잇는 도보 여행길입니다.
길을 잇는 작업은 지역 주민들, 작가와 함께 걸으며 발견하고 기록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코스 위치와 경로 등은 등산·걷기 여행 앱인 『램블러』를 이용하여 기록한 후
지도에 담았습니다.
Heartbeat Bucheon의 문화둘레길을 걸으며 여러분의 가슴 뛰는 삶을 기대해 봅니다.

편집 및 발간_ 디자이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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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일신공원

범안로 사진 거리

웃고얀근린공원

카페 거리

범박산 숲길

목일신공원은 부천문화둘레길의 시작점으로 가볍게 몸을 풀며 걷기를 시작하기에

현재의 범박동, 옥길동은 매우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목일신공원 동남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을 바라보면 웃고얀공원으로 오르는 작은

웃고얀공원을 내려가면 카페와 음식점, 마트 등이 있는 카페 거리로 향합니다.

범박산은 범박마을의 뒷산으로 범박골에서 고얀골로 넘어가는 산이기도 합니다.

좋은 곳입니다. 아동문학가인 목일신 선생님의 이름을 딴 공원으로 산책로와

그러나 이전에도 이곳에는 마을이 있었고,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범박동은

오솔길이 보입니다. 공원은 자연의 지형을 살려 만든 곳으로 스트로브 잣나무와

범박동이 개발되면서 이 지역에는 다양한 카페들이 생겨나 동네 주민들의 모임

카페 거리를 지나 범박여가녹지공원으로 향하는 오르막을 오르다 양지교회와

다양한 운동 시설,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며 공원 곳곳에 목일신 선생님과

할미산, 숙공산, 삼태봉 등으로 형성된 구릉지로 부천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소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얀골을 굽어볼 수 있는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가가 늘어선 큰 길로 걷는 것도 좋지만 범박산 아래로

주왕교회 사이에 난 길을 지나면 범박산으로 들어섭니다.

관련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범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괴안동에서 신앙촌으로

꼭대기에서는 역곡역과 멀리 원미산까지 도시를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난 동네의 골목길을 따라 걷기에도 좋습니다. 이 지역은 이전부터 볕이 잘 들어

범박산은 평소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지만 도시 안에서 도시를 잠시 잊을 수

각종 참나무와 오동나무, 벚나무, 목련과 소나무 등이 가득한 곳으로 도시 속 숲의

넘어가는 옛길이기도 한 범안로에 “추억의 갤러리 및 트릭아트월”을 만들었습니다.

터를 잡고 살기에 좋은 곳이라 하여 양지마을로 불리던 곳입니다.

있는 곳으로 완만한 경사의 산을 오르다 보면 동네 곳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초입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범박힐스테이트 1단지에서 3단지로 이어진 길을 걷다보면 범박동과 옥길동의

벚나무숲을 지나 맞이하는 소나무숲이 아름다운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과거, 변화 과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범박산과 주변을 가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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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못내(역곡천)

버들공원 옥길저류지

버들공원

산들역사문화공원

배모탱이 마을

범박산을 내려가면 벌판을 가로지르는 역곡천을 만납니다. 용못내(龍池川)는

역곡7교를 지나 옥길동 마을 방향으로 들어오면 버들공원 옥길저류지가 있습니다.

버들공원 근처는 과거 들판이 있던 곳으로 옥길지구가 들어서면서 곳곳이

산들초등학교 뒤로는 과거 함박산 혹은 한묘산이라고 불리웠던 산들역사문화공원이

범박휴먼시아2단지 근처는 배모탱이 마을로 당산나무인 느티나무가 있었던

과거 이곳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벌응절리천, 옥련개울, 옥련천 등 다양한 이름을

저류지는 날씨 변화로 역곡천의 물이 불어나면 범람 방지를 위해 불어난 물을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함박, 용못내, 사태말, 앞들 등 옥길동에서 만나는 이름들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묘산은 청주한씨 묘역이 있는 곳으로 조선 초기 문신이었던

범박골의 중심 마을입니다. 모퉁이 주변에 큰 바위가 많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많아

가지고 있습니다. 원미산 춘덕약수터가 발원지로 괴안동, 항동, 옥길동 앞을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옛지명을 살린 것들이 많습니다. 버들공원 안에는 인조잔디축구장과 배드민턴장,

한언 묘표와 한준 신도비가 부천의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아래

이 일대를 바위가 많은 모퉁이, 배모탱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배모탱이

흐르다가 목감천과 합류하여 안양천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역곡천을

평소에는 얕은 저수지 정도의 상태로 수련, 버드나무, 다양한 들풀을 만날 수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과 다양한 풀꽃과 나무를 만날 수 있는 약초원이 있습니다.

작은 야외공연장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상에 정자가 있어 이곳에 앉아 과거의

마을에서 양지마을 쪽 방향으로는 서해안로를 따라 아담한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따라 경기화학선이라 불리우던 철길이 항동 방향으로 연결되고 하천 주변을 따라

있습니다. 겨울 철새나 오리들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생태 관찰을 하기에 좋은

약초원을 지나는 길에 생태통로 아래에서는 ‘바나스타’ 벽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옥길 들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길 중간에는 수령 200년 정도의 느티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가로수길을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좋은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장소입니다.

내려오면 다시 카페거리를 만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