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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e a n Tr a i l 2 n d S t o r y

Discover
the Ecology

갯골길
염전의 흔적 남은
방죽을 걷다
‘갯골’은 갯가의 고랑을 뜻한다. 바닷물이 육지로 파고
들어 형성된 자그마한 개울이다. 경기도 시흥에는 수
도권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내만 갯골이
있다. 갈매기가 먹이를 찾고 염생식물이 살아가는 갯
골 주변에는 터벅터벅 거닐기 좋은 길이 있다. 갯골을
따라 걸으면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다.
사진 김주형 기자 · 글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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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갯골은 지난 1세기 동안 용도가 수차례 변경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 들어섰고, 이후 간척을 통해 논으로 쓰였다. 지금은
생태환경이 보존된 공원이자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산책로이다.

생선회를 먹고 해산물을 구입하려는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소

갯골길은 시흥시청을 출발해 갯골을 경유하고 방산대교를

래 포구 뒤에는 넓은 염전이 있었다. 1930년대 중반 염전을

건너 돌아오는 16㎞ 경로로 구성되며, 여유 있게 걸으면 5시

조성한 일제는 소금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 해방 후에는

간 정도 걸린다. 중간 기점은 갯골생태공원이다. 시청에서 생

한때 최고의 천일염 생산지로 명성을 떨쳤지만, 점차 채산성

태공원까지는 드넓은 논 사이로 뻗은 오솔길, 생태공원에서

이 악화돼 1996년 폐쇄됐다. 그리고 소래염전이 있던 자리는

방산대교까지는 갈대밭과 갯벌 사이의 흙길로 경치가 사뭇

10년에 걸친 공사 끝에 갯골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

대조적이다. 갯골길의 핵심은 ‘갯골’이므로 체력적으로 부담

갯골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형이다. 대개는 강물이 하구까지

되거나 여유가 없다면, 생태공원에서 길을 나서도 된다.

흘러가다 바다에 합류하는데, 갯골은 거꾸로 바닷물이 육지
까지 밀려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이다. 구불구불 흐르는 모습

염전이 사라진 갯벌 생태계의 보고

을 보면 민물 같지만 실제로는 짠물이고, 조수에 따라 수위가

갯골생태공원은 갯골과 연합 습지가 자연 그대로 유지되고

달라진다. 게다가 시흥 갯골은 계곡처럼 사행(蛇行)하는 보

있는 공간이다. 갯골길을 걷지 않아도 아이와 함께 들러볼 만

기 드문 형태를 띠고 있다.

하다. 멸종위기등급 2급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살고, 기러

갯골을 따라 난 갯골길은 ‘늠내길’의 일부이다. 삼국시대 시흥

기와 왜가리가 날아들 만큼 환경이 깨끗하다. 또 왕벚나무가

지역의 주도권이 백제에서 고구려로 넘어가면서 ‘잉벌노(仍伐

우거져 그늘이 드리워진 산책로에는 개망초, 쑥부쟁이, 애기

奴)’라고 불렸는데, 이 지명은 ‘늠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었

기린초 같은 들꽃이 피어 있다. 갯골길 트레킹이 본격적으로

다. 즉 ‘뻗어나가는 땅’이라는 의미의 늠내는 시흥의 옛 명칭인

시작되는 곳은 생태공원 염전 체험장이다. 허름한 목재 소금

셈이다. 시흥시는 2009년부터 걷기 좋은 길 4개를 만든 뒤 ‘늠

창고 앞에 위치한 체험장에서는 소금의 역사와 쓰임새를 알

내길’이라고 명명했다. 갯골길은 늠내길의 두 번째 코스이다.

아보고 직접 채취할 수 있다.

⇨ 소래 포구 방향

갯골생태공원과 갯골길은 동식물의 보금자리이다. 습지 정화 작용을 하는 갈대를 비롯해 여러 염생식물, 수수한 들꽃을 볼 수 있다. 참게, 방게, 붉은발농게 등 갑각류
와 어류가 풍부해 새들이 모여들고, 꽃의 꿀을 빨아 먹으려는 나비도 많다.

방산펌프장

시흥 갯골길 단축 경로
·길이 : 9㎞
·소요 시간 : 3시간

방산대교

포동펌프장

갈대밭길
부흥교

영동고속도로

섬산

아까시길

염전 체험장
제방 입구(철문)
시흥 갯골생태공원

330
제3경인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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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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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가는 법
시흥시청으로 향하려면 지하철 1호선 소사

편의시설과 볼거리
갯골길에는 식당, 상점이 없다. 따라서 출발

늠내길
늠내길에는 갯골길 외에도 숲길, 옛길, 바람

역이나 4호선 안산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야

하기 전 시흥시청 인근에서 물과 먹을거리를

길이 있다. 수목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낄

한다. 소사역에서는 63, 63-1번 버스를 이용

구입한다. 화장실은 갯골생태공원 안내센터

수 있는 숲길은 시흥시청에서 출발해 작고

리 아래 방산펌프장에서 2㎞ 떨어진 포동펌프장까지는 나무

하고, 안산역에서는 30-7, 61번 버스에 탑승

와 염전 체험장에 있다. 트레킹을 마친 뒤에

개, 군자봉, 진덕사, 선사유적공원을 한 바퀴

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하늘대는 갈대가 온통 뒤덮고 있다.

에 둘러싸인 길로 갯골의 정취는 느낄 수 없다. 쉴 만한 벤치

한다. 갯골생태공원은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는 낙조로 유명한 오이도, 높이 15m의 마애

도는 경로로 길이는 13㎞이다. 옛길은 조선

갯골길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거의 없다. 갯고랑과 나란히

가 없다는 점도 아쉽다.

쉽지 않다. 시흥시청에서 진말초등학교나 동

불이 있는 소래산, 7월부터 연꽃이 피는 관

시대 문신인 하연의 묘, 소산서원 등 시흥의

평탄한 방죽이 이어진다. 자동차는 다니지 못하고, 오직 도

포동펌프장부터는 갯골길에서 갯벌 생태계를 관찰하기 가장

양덱스빌아파트를 거쳐 가는 시내버스를 탄

곡지를 함께 둘러보면 좋다. 식사 장소로는

문화유산을 거친다. 꼬꼬상회에서 시작하며,

보와 자전거로만 오갈 수 있어 한적하다. 천천히 발걸음을

좋은 구간이다. 오른쪽으로는 짙푸른 갈대와 산소풀이 군락

뒤 2㎞ 남짓 걸어야 한다. 초가을에 열리는

물왕저수지 주위가 괜찮다. 카페와 레스토

길이는 11㎞이다. 해넘이와 바다 풍경이 인

옮기면 낚싯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를 낚는 강태공과 몸을

을 이루고, 과거에 염전이었던 왼쪽으로는 염생식물이 뿌리

갯골축제 기간에는 시청에서 생태공원까지

랑이 밀집해 있고, 야경이 아름다워 가족과

상적인 바람길은 오이도와 옥구공원을 도는

순환버스가 운행된다.

연인이 많이 들른다.

15㎞ 코스이다.

주위에 별다른 지도와 표지판이 없어서 헷갈리는데, 탐방을

반환점인 방산대교에서 갯골을 바라보면 나무로 만든 닻이

계속하려면 철조망이 있는 문을 통과한다. ‘사유지이므로 출

놓여 있다. 아직도 작은 고깃배들이 갯골을 통해 이동한다는

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늠

증거다. 이제는 다리를 건너 반대편 둑을 통해 돌아간다. 다

내길 리본이 묶여 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길섶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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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길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은 없다.
그러나 갯가에 무성한 갈대와 모새달이 싱그러움을 뽐낸다.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수그린 채 열심히 참게를 잡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도시에

내리고 있다.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도 생장하는 칠면초, 나문

안산 도심에 위치한 화랑유원지는 가을부터 철새가 날아오고, 다양한

휴일 전일은 2만5천 원이다. 카라반은 일~목요일 3만 원, 금~토요일

서는 조우하기 힘든 평화롭고 고즈넉한 정경이다.

재, 퉁퉁마디는 가을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특히 ‘함초’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공원이다. 넓은 꽃밭과 체육시설, 산책로가 있어

과 공휴일 전일 4만 원이다.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생태공원에서 방산대교까지 가는 도중에는 갈림길이 한 번

도 일컬어지는 퉁퉁마디는 대지 위의 산호를 연상시킨다.

서 많은 시민이 방문한다. 안산시는 지난 4월 ‘화랑호수’와 ‘와스타디

주말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 사용료 3천 원과 샤워장 이용료 1천 원

나타난다. 농경지 가운데 외로이 솟아 있는 섬산으로 향하는

갯골길 유일의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부흥교에 다다르면 방

움’ 사이에 3만7천㎡ 부지의 오토캠핑장을 개장했다. 일반 차량 81대,

은 별도로 내야 한다.

샛길이다. 아까시나무가 무성한 좁은 길을 나아가 섬산을 지

향을 선택해야 한다. 건너편은 생태공원이고, 직진하면 배수갑

카라반(캠핑 트레일러) 4대를 수용할 수 있다.

주변 관광지로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대부도, 동주염전 등이 있다. 자

문과 군자갑문이 있다. 갑문은 해수와 담수의 흐름을 막는 시

샤워장, 화장실, 세척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덱(Deck)은 설

동차로 찾아갈 때는 화정1교 사거리에서 단원구청 삼거리로 가다 보

나친 뒤 갈대밭길을 걸으면 다시 방죽과 합쳐진다. 이곳에서
약 2㎞를 더 가면 방산대교인데, 왼쪽으로 창고의 낡은 슬레

설로 갯골이 끝나는 지점이다. 이곳에서 시청까지는 다소 지루

이트 지붕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하므로, 군자갑문에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편이 낫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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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돼 있지 않다. 이용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전 11시까지이

면 오른쪽에 안내판이 보인다.

다. 이용료는 일반 차량의 경우 일~목요일은 2만 원, 금~토요일과 공

문의 http://camp.ansanu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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