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이음길은 선사시대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범바위산에서 출발하여 오래된 숲과 옛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강장골, 많은 사람들이 땀흘려 일구었던 고강들판, 그 사이의 골목과 시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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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집니다. 선사시대인들의 마을이었던 범바위산에서 사방으로 트인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과
자연, 오래된 마을의 유산들을 지나 야트막한 수평선의 들판을 걸어가다 보면 인간의 삶과
시간에 대해서 사유하게 됩니다.

부천문화둘레길

하늘과 땅, 과거와 오늘, 사람과 사람, 도시와 자연을 이어가는 마을이음길을 걸어봅시다.

마을이음길

총구간 6Km, 90분 소요
함께 만든 사람
길라잡이_ 권유경, 김혜옥, 박홍식, 변창순, 장재호, 황상귀, 황영옥
향토역사분야 감수_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생태분야 감수_ 유종반 (생태교육센터 이랑 이사장)

글 그림_ 김은희 (일러스트레이터)

사진_ 이보영(부천시청 홍보담당관)

발행_ 부천시 축제관광과

편집 및 발간_ 디자이너클럽

- 고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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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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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선사유적공원

옛 마을로 향하는 골목길

강장골, 향토유적길

골목길, 이웃과 만나는 길

부천제일시장

고강들판

고강동은 과거부터 내려온 마을의 흔적들, 산과 들판, 그리고 오랜 시간

고강동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높지 않은 주택, 연립,

고리울가로공원을 거닐다 좌측의 숲길로 올라가면 공장공 변종인

강장골을 지나 부천제일시장을 향하는 길에 고강동의 촘촘한 골목길을

고강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면 부천제일시장으로 향합니다. 부천제일

고강동에서 대장동까지 부천의 북쪽에는 너른 들판이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살아오며 축적한 지혜, 공존의 방법들이 차곡차곡 쌓인 동네

아파트사이로 골목이 촘촘합니다. 시장도 두 곳이나 있어서 거리, 시장,

신도비가 있습니다. 이 일대는 오백 년 전 고강동에 정착한 변예생과

두루두루 만날 수 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보면 담은 집의 경계이면서

시장은 고강동과 원종동에 걸쳐 470m의 거리에 170여개 점포가 자리

가장자리와 바로 연결된 들판에 들어서면 탁 트인 지평선과 들판의 시원한

입니다.현재는 선사유적이 발견된 범바위산을 중심으로 선사유적공원이

골목에서 마주침이 수시로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선사유적공원을

그 후손들이 살아온 동네로 지역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웃과 접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과 밖의 경계를

잡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택가들과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어 늘 장을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강동, 오정동 인근은 한강과 인접한 습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너른 마당으로 들어서면 마당을 둘러싼

내려와서 골목을 걷다 보면 벽화와 감나무가 있는 모퉁이를 지나 고리울

강장골은 공장공에서 유래한 마을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크고 울창한

견고한 담으로 두를 수도 있지만 고강동의 골목에서는 나무나 화단 등

보는 동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바닥과

많아서 아래쪽에 토탄층이 출토되거나 까만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

울창한 숲과 150살 가량의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장개

동굴시장의 남문으로 들어갑니다. 시장에서는 둘레길을 걷다가 간단한

나무들로 가득한 숲을 따라가다 보면 청수정 우물과 향나무, 세월의

으로 된 담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이 공간들은 울타리이자 이웃들과의

천막, 간판 등을 정비하여 시장을 지나며 장 보는 것이 한층 편해졌습

과거 흑량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리울천, 오쇠천을 따라 논과 밭

마을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찬우물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음료나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흔적을 담은 옛집, 삼변 묘역, 수주 변영로 고향 집터 등을 만날 수

공유공간이기도 합니다. 고강동의 골목을 걷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니다. 둘레길을 걷다가 식사를 하거나 가벼운 간식을 먹을 만한 작은

사이 들판에서도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삶을 이어왔을 것입니다. 도심

광장을 지나 철쭉동산 사이의 산책로를 오르다 보면 고강동과 원종동,

시장 북문으로 나와서 새보미아파트를 지나 우회전하면 홍익아파트

있습니다. 강장골은 동네의 역사만큼 연륜있는 숲과 유적, 마을이 교차

가진 삶터에 대한 애착, 골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교류 등을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의 논은 도시의 습도를 유지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숨구멍

그리고 멀리 계양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원의 정상에 오르면 왜

마당에서 여러 나무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골목을 따라가면 고강

하는 곳입니다.

누군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고강동에서 원종동까지 걸쳐있는 시장을 지나다 보면 고강동과 원종동의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복지회관과 그 뒤로 고리울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고리울가로공원은

봄이 오면 강장골에 목련과 산수유, 벚꽃이 가득합니다. 특히 삼변 묘역

동네 안 작은 공원들에서 동네 사람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른과

경계가 되는 도로에는 느티나무가, 원종동 출입구 쪽 도로에는 벚나무

이 지역은 현재 부천에서 벼를 재배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고강들판에

범바위산 주변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 뻥 뚫린 하늘을 만날 수 있고

청룡산 줄기와 접한 곳으로 고강동의 오래된 마을인 강장골로 향합니다.

중심으로는 수령이 백 년 가까이 된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아이들이 같이 밥을 나누어 먹으며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가로수가 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이 무척 아름다운

서는 우렁이를 이용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맑은 날은 남산서울타워가 보이기도 합니다.

부천 지역의 가장 오래된 자연림입니다. 상수리나무 숲을 지나면

공부합니다. 작은 가게들이 곳곳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맞대고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쌀은 지역 어린이들의 급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터전으로 선택한 곳은 멀리 조망이 가능한 곳,

고강아파트 담장 옆으로 내려오는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오솔길을

이야기하며 물건을 살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 삶이 지속

지역의 생태와 먹거리의 순환구조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늘과 만나는 곳, 농사를 지을만한 비옥한 땅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을

내려오면 다시 동네의 골목과 만납니다.

되어 온 동네의 전통, 나이 든 동네의 지혜 등을 엿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합니다.

것입니다. 1968년에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범바위산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수많은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고리울구름다리를 지나 건너편 봉우리로 오르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적석환구유구가 있습니다.

모네정원

수주중학교
수주초등학교
고강아파트

부천제일시장

오정초등학교

고강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