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하천을 지나치는 것보다는 대장천 수계 주변을 골고루 다니면서 고양시
하천이 주는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경

대장천 시점부분으로 고양시청 방향을
바라보는 원당로 길은 자연과 함께
생동감을 주게 된다.
3경

독곶천 종점 부분으로 주변에는 주교
화훼단지가 있어서 고양시 화훼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5경

박재궁천 종점부분으로 고양대로길
주변에 억새풀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7경

2경

대장천 대정교에서 중대장교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하천이 아담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

가오리 모습

대장천 수계는 고양시 지방하천인 대장천, 행신천과 소하천인 박재궁천, 독곶천, 수역이천, 사근절천 등이 이루어져 형성된 하천 Network이다.

01

대장천 (大壯川)

고양시를 흐르는 유로연장 8.0km, 유역면적 16.2㎢의 지방하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발원하여 대장동을 지나서 신평동에서 한강으로 유입한다.
하천이 흐르는 대장동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대장동은 조선시대 고양군 구지도
면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갈머리·구석말·새터말을 병합하여 대장리라하고
지도면에 편입되었다가 후에 고양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대장동이 되었다. 주교동은 한자로
배 주(舟)자에 다리 교(橋)자를 쓴다. 이러한 이유는 오래 전부터 마을 이름을 배다리라
부르고 있다. 주교동 배다리는 한강에 제방이 쌓이기 전 지금의 대장천을 따라 한강물이
밀려들어오면 주교동과 성사동 사이의 하천물이 크게 불어나 사람들이 건너다니기가
어려워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작은 배를 이용하여 개울을 건너는 주교(舟橋)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배로 다리를 만들어 물을 건너는 주교가 있다 하여 이 마을의
이름을 주교동, 배다리라 부르게 되었다.

거리

03

02

대장천을 지나고 있는 대곡역 주변
중앙로는 싱그러운 5월 사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이 된다.

독곶천 (獨串川)

고양시를 흐르는 유로연장 1.810km, 유역면적 0.83㎢의 소하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발원하여 대장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이다. 독곶이는
고양시청에서 일산동구 산황동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본래 일산지역에 속해 있던
마을이었으나 1980년 고양군 중면 산황리에서 새롭게 원당명 주교리로 편입된 마을이다.
한강에서 배다리로 연결되는 대장천, 박재궁천, 독곶이천 방향의 평야지역으로 홀로 땅이
튀어나온 지역이라 하여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마을 앞까지 작은 배가 들어와
소규모의 장(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거리

05 사근절천 (沙斤寺川)
고양시를 흐르는 유로연장 860m, 유역면적 0.56㎢의 소하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서 발원하는 소하천이다. 사근절이는 원당에서 동쪽 방향에
위치한 마을 지명으로 성사동의 사(沙)자의 유래된 곳이다. 조선조 영조년간에 발간된
고양군지도에도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마을이다. 이곳이 사근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래전 이곳에 사근사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의 성사2동 불당골마을에
이 절이 있었다고 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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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근절천 하류 (행주기씨 입구)

행신천 하류 (한성교 주변)

박재궁천, 독곶천 하류 (성곶교 주변)

사근절천 시점부분에 수역이 길은 서삼능
누리길과 연결이 되어 많은 시민들에
이용하고 있다.
8경

자전거21
고양시지부에서는
고양시 생태하천과에
의뢰하여 매년
생태·하천지도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고양시 전 구간에
걸쳐서 지도를 만들어
일반시민들에게
보급시킬 예정이다.

2013
장월평천
수계

고양시를 흐르는 유로연장 5.9km, 유역면적 5.6㎢의 지방하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발원하여 대장천에 합류한다. 발원지인 행신동의 이름을
따서 행신천이 되었다. 행신동은 조선시대 고양군 구지도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개편때 가라뫼 ·왜골·밴데골 등을 병합하여 행신리라 하고 지도면에 편입되었다가
후에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행신동이 되었다.

하천 모니터링 활동

하천 생태 교육

하천정화활동

꽃길 가꾸기 활동

2014

제2회 창릉천 축제

창릉천 축제 이벤트

04

고양 어울림누리

제1회 견달산천 네트워크 국화축제

천사표 그림사진 공모전

07

구지도면 대장리 진교비

행주기씨의 연원과
원당 도선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49-12 (대장진교에 위치)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33-3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1577-7766
www.artgy.or.kr/MA/MA0001V.aspx

공연장과 문화예술 교육시설이 체육시설과 한데 어우러진 동양 최대의 복합문화
예술공간이다. 클래식부터 대중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어울림극장(1,218석), 가족 어린이 중심의 공연이 선보여지는 별모래극장(362석),
체험 위주의 전시를 선보이는 어울림미술관, 폭넓은 예술교육강좌가 펼쳐지는 별따기
배움터, 야외음악회와 연극 및 마당극이 가능한 꽃메야외 극장으로 구성된다.

대장리 진교비는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토당동 경계의 대장천 위에 놓여진 대장리 진교의
역사와 그 주요 내용을 기록한 비문이다. 옛기록인 1755년 이석희편 고양군지 등을 볼 때 이
진교는 개암나무 넝쿨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적어도 250년 이전부터 이곳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 후기 당시에는 이곳 대장동 일대가 구지도면에 속해 있었으며 이 대장리
진교는 지금의 서울과 개성을 연결하는 도로가 위치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담 하였다.
이곳에 수백년간 위치했던 진교비를 일명 견비 갠비로 불렀으며 바람과 비에 마모 되었고
2001년 대장천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롭게 이 진교 교량비를 복원 건립하게 된 것이다. 이
비의 기원은 대장동 일대의 역사는 물론 고양지역의 교통 상업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후대에 길이 그 역사를 전하기 위해 복원 세우게 되었다.

화훼종합 처리시설

02

배다리 누리길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27번지 62

http://nuri.goyang.go.kr

화훼종합처리시설은 2011년 11월 준공된 시설로 선별장, 가공처리실, 화훼보관용 예냉실,
교육장, 기타 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회원농가들이 키운 꽃을 모아 등급별로 선별하고
가공ㆍ유통시키는 교두보로 활용된다. 또한, 전국 최초 화훼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화훼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리화란 아리랑과 꽃의 이미지를 결합해
한국화훼농협브랜드사업단에서 상표등록을 마친 화훼 브랜드로, 고양시 관내 화훼 농가도
브랜드 사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거리

06 행신천 (幸信川)

EM활동가 양성 교육

2015
고양시
하천문화
탐방길

2015
고양시
하천지명
사전

대장천 맞은편에 있는 호국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01

2014
도촌천
수계

05

수역이천 (壽域里川)

고양시를 흐르는 유로연장 980m, 유역면적 1.11㎢의 소하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서 발원하는 소하천이다. 원당역에서 동북쪽 서삼릉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지명으로 일명 쇄기, 쇠기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음식점이 들어서 먹거리 촌으로 바뀌었다. 이
마을에 본래의 이름은 수역이이다. 물이 좋고 사방이 산으로 들러 쌓인 뛰어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수명이 긴 장수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수역이라 하였다. 물이 많은 지역으로
시청 앞을 지나 한강까지 흘러내려 가는 대장천의 주수원지가 되는 곳이다.

거리

수역이천 하류(굴다리 주변)

찾아가는 하천 생태교육

6경

고양시 하천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연이 주는 행복을 함께 누리고
나눌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거리

대장천 하류 (한성교 주변)

박재궁천 시점부분의 대궐 약수터 근처로
배다리 누리길이 연결되어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박재궁천 (朴齋宮川)

고양시를 흐르는 유로연장 3.460km, 유역면적 19.12㎢의 소하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발원하여 대장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이다.
박재궁(朴齋宮)은 주교동 주민센터에서 북쪽, 외곽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박재궁은 마을의 위치에 따라 아래 박재궁과 위 박재궁으로 나누어진다.
조선조 영조 연간에 발간된 1755년 고양군지에는 원당면 이패리에 정확하게
박재궁촌(朴齋宮村)이 기록되어 있다. 박재궁은 현재 능골에 있는 밀양박씨의
재실(齋室)이 마치 궁과 같이 크고 유명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박재궁 마을에는
곳곳에 조선기와집과 밭, 토담이 남아 있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 남아 있다.

대장천 상류 (성곶교 주변)

고양 하천 Network는 총 4개의 수계(공릉천, 창릉천, 도촌천, 장월평천)로 이루어져
활동을 하고 있으며 104여개의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하천정화활동, 위해식물 제거,
하천생태교육, 꽃길 조성,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축제 및 다양한 활동내용과 각 수계별
특성 및 활동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경

고양시 전도 모습

고양시에는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은 60개소로 전체 78개소의
하천으로 이루어졌다. 고양시 지도를 자세히 보게되면 모양이 마치
물고기인 가오리를 연상하게 된다.

고양시는 78개 하천(지방하천 18, 소하천 60)에 87개 지점에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 수질검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내환경단체가 하천수를 채취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하천수의 채수시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 채수지점 표지판을 운영하고 있다.

배다리 누리길은 한때 아파트 건축과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개통으로 끊겼었으나 2010년
주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직능단체 회원들을 주축으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성사육교를
따라 우회하는 길을 잇고 재정비한 결과 1시간 40분쯤 정도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누리길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의 커다란 원을 그리는 코스이고 그리고 원 안 중심쯤에는 고양시청이
있는데 그 주변이 배다리 누리길이다.
배다리 누리길(5.7km) 마상공원 → 벽산아파트 → 이작골구간 → 차돌봉쉼터 →
대림약수터쉼터 → 육골쉼터 → 게이트볼장 → 배다리공원

행주기씨의 성지(城地)인 이곳 원당 도선산에는 기순우에서 기면(奇勉)에 이르는
아홉 분의 추모단이 있으며, 기순우의 9대손으로 세종대왕 시절 명현이자 청백리인
정무공 기건(奇虔,1390~1146)의 묘소와 기묘명현 문민공 복재 기준(奇遵)의 묘소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 충신들의 묘소가 보존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문헌공 고봉
기대승의 아버지 묘소, 한석봉, 중국의 명필 주지번의 글씨로 새겨진 비석을 포함하여
향토문화재가 보존 되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곳에는 정무공 기건을 비롯한
행주기씨의 선조들과 함께 문정공 정암 조광조, 추만 정지운, 등이 배향된 덕양서원이
자리 잡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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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리 술도가>의 역사는 약 100년 전인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양시의
배다리 골(현재 주교동의 위치 주교(舟橋)란 이름 자체가 배다리란 뜻)에 자리 잡은
<배다리 술도가>가 지역의 틀을 넘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양C.C에서 골프를 치고 근처 삼송리 '실비옥' 이란 주점에서 우연히 ‘배다리 막걸리’의
맛을 보게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막걸리 맛에 놀라 대통령 전용 막걸리를 빚어 14년간
청와대에 납품을 시킨 것 이였다. 1999년에는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우연히 청와대에 납품된 막걸리가 있다고 하자 마셔보고 싶다고 하여 정몽헌
회장이 직접 북한으로 가져간 막걸리이기도 하다.

시에서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맑은
하천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 지역
하천은 주민 스스로가 가꿀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오는 생태하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하천의 보전과 이용을 위아여
범시민이 참여하는 하천 Network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14회 한국 강의날
부산대회 참가

제14회 한국 강의날 부산대회
본선특별상 수상

고양하천 Network
활동단체 토론회

고양하천 Network 워크숍

제2회 창릉천 축제

제1회 견달산천 네트워크 국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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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서삼능 누리길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27번지 106
주교화훼단지 031-962-0161
http://www.flowgy.com

고양시 주교동 산 44-1

http://nuri.goyang.go.kr

이 약수터의 샘물은 바위틈에서 솟구쳐 넘쳐흐르고 있는 수질이 아주 좋은 생수로서
고려 34대 마지막 왕인 공양왕(재위 1389-1392)께서 다락골(왕릉골)에 피신 해 있을 때
왕과 왕비(순비 노씨)는 꼭 이 샘물만을 마셨다고 하는 이이기가 구전 되고 있는 유서
깊은 샘이다. 당 노천의 옹달샘을 보다 깨끗이 보존하기 위하여 뚜껑을 덮고 편리한
급수시설로 개조 하였다. 이 샘의 동북쪽 500미터 지점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
191호인 고려 공양왕 고릉이 위치해 있다.

우리 시에는 18개 지방하천과 60개 소하천 등 총
7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하천이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물고기를 잡고, 멱을
감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하여 현재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104개 단체 21,390여 명이 그동안
하천에서 하천정화활동, 생태교육, 위해 외래식 물
제거, EM 투여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나마 오염된 수질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대하는 만큼 맑은 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각계각층에 속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18
031)967-8052

대궐(大闕)고개 약수터

현재 고양시의 주력 산업이자 지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화훼산업은 지난
2006년 당시 고양시 덕양구 일대가 화훼산업특구로 지정되고 2007년 원당·주교
화훼단지(33만3천584㎡)가 각각 준공되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원당동에 위치한
원당화훼단지(25만4천451㎡)는 고양시의 시화(市花)인 장미를 비롯해 육종, 난, 관엽 분재
농가가 입주했으며 주교동에 위치한 주교화훼단지 (7만9천133㎡)에는 수출 효자 품목인
선인장과 분화, 다육식물 농가가 입주했다.

고양시 하천Network 가입신청안내

고양의 전통주 고양막걸리

고양화훼산업특구 주교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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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화활동 등 하천네트워크 활동 참여 : 시청 생태하천과 하천네트워크팀
생태하천 복원 : 시청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
EM 교육 관련 문의 : 시청 생태하천과 하천네트워크팀
하천 오염·사고 : 시청 생태하천과 수질관리팀
쓰레기 무단투기 : 각 구청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 청소행정팀
하천내 불법행위(작물재배,세차,낚시등) : 각 구청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
하천내 생활하수 무단 방류 : 시청 하수과 오수지도팀
Tel. 민원 콜센터: 031-909-9000

한적한 산길을 걷는 평화로움과 세계문화유산 서삼릉을 답사하는 체험학습도 겸할
수 있다. 원당역 인근 행주기씨 재실 앞을 지나면 서삼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숲길이 나오고 넓고 편편한 서삼릉 진입로가 나온다. 솔개약수터에서 시원한 약수 한잔
마시고 한북정맥 산길로 오르면 푸근한 숲길이 시작된다.

|지도제작|

발행인 이인화 | 발행일 2015년 12월 18일 | 개정일 2020년 12월 11일 | 펴낸곳 사단법인 자전거21 고양시지부
전화 031-921-7230 | 팩스 031-921-7230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내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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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토당동 798-593(한신교)

대장천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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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토당동 798-593(한신교)

행신천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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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주교동 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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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주교동 1555(성곶교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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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주교동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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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성사동 552-6(성사체육공원 입구)

덕양구 주교동 1555(성곶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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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주교동 489-7(대궐약수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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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성사동 436-14

사근절천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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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성사동 692-21

사근절천 시점

덕양구 성사동 577-10(쇠기마을 입구)

수역이천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