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남 작곡가
집터

출발

허당 명도석
선생 생가 터

조창

남성동성당

불종로

마산교구청

옛,형무소터 

대풍골목
(어시장)

전망대

통술골목

3∙15의거 발원지

돼지골목

옛,홍콩빠

민의소
(옛,시민극장)

도둑놈골목

신신예식장

3∙15 의거탑
몽고정

바닷가에 걸쳐 한 줄로 늘어진 모양의 60여 점포가 마치 홍콩의 수상 
점포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졌으며 1960~70년대 마산 어시장의 
명물이었다. 80년대 매립으로 옮김 (대우백화점 뒤)

 옛, 홍콩빠(어시장)

골목 입구에 있었던 대풍산업이라는 
수산물 공장이 있어 부르게 됨

 대풍골목(어시장)

60년대 새벽시장 진동아낙네들이 싱싱한 
해물.생선을 가지고 와서 팔게되어 유래

 진동골목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2가
5~6개 점포가 줄지어 모두 돼지머리, 
돼지족발 등 돼지고기를 판매했기 때문

 돼지골목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2가
1910매립되기전 동굴강지대. 일제 때 도로개설과정에서 각 도로가 
집중함으로써 넓어진 곳인데 넓은 곳이라 하여 「너른마당」이라 부르기 
시작. 현재 야채도매시장

 너른마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조선시대 1760년 조창이 생기면서 마을을 이어주고 사람들이 오고 
다니던 골목길. 현재 오복보리밥, 복희집 골목을 지칭함

 250년 골목

만기요람’에 마산포의 객주(현재 수협의 
기능과 유사)가 130호나 됐다는 기록 
일제시대 추정(1907년) 

 100년된 객주의 집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166번지
1951년 설립 조각가 문신선생의 영적 안식처
(세례. 혼배미사. 장례미사)

 남성동성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9길 15-2 
마산 최초 한국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원동무역주식회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58
(현. SC스탠다드은행)
1760년 (영조36)설치.
지역의 세곡을 모았던 곳
마산도시의 발원지

 조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31
1918년 의사 김형철 세운 조선인 마산 
최초병원

 삼성의원 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40 
미군정 시절 초대 마산부윤을 
역임했던 마산의 민족자본가. 
옥부자의 집

 옥기환 집 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로 (코아양과 앞 거리)
일제 강점기 불이 나거나 위급한 일이 
발생하였을때 종을 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 그후 이 일대를 
불종거리라 부름.

 불종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65-7
(원할머니 보쌈) 앞
1960.3.15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반발. 해방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

 3∙15의거 발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피아노교육에 힘써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 
음악가들의 사랑방

 조두남 자택 (1912~1984)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38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까지 60여년간 
마산 형무소 자리.
애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의 수형소

 옛, 형무소터

1950년대 오동동 유흥가의 상징지역
1954년 오동동타령 (야인초 작사, 한복남 작곡)오동추야 달이밝아 오동동이야~춘추원

 요정골목

 소리길・통술골목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27
1966년 마산교구 초대교구장. 2009.2.17 장례미사

 마산교구청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49
1881~1954 독립운동가 .
사회사업가. 언론인

 허당 명도석 생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130번지
1923년~ 마산의 대표 낙동양조장

 낙동양조장 터

 부림창작공예촌

백산 안희제 선생과 함께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대주주로 참여.
조선어사전 편찬. 독립운동자금 조달.

 남저이우식 집 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길
1908년 마산최초의 민중을 뜻을 
모았던 민의소
공락관, 이후 시민극장으로 영화 향유 
활발하게 하였음(1994년 폐관)

 민의소 (옛, 시민극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옛, 연흥극장 뒤)
6.25한국전쟁이후 생긴 만물시장. 세간시장. 부산의 깡통시장과 비슷한 
형태의 시장이었다.

 도둑놈골목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121
백낙삼 50여년간 13,000여쌍 무료결혼식.  
영화“국제시장”출연

 신신예식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325
1960.3.15의거가 가장 치열했던 
장소를 기념

 3∙15의거탑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고려 충렬왕 때 중국 원세조가 2차례 일본원정에 
나서면서 당시 이곳에 주둔한 군사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우물. 

 몽고정A 역사문화코스

250년 골목길

100년객주의 집
원동무역주식회사

진동골목

관해정

3·15
기념비

불종로

복국거리

대풍골목
(어시장)

출발

전망대

장어거리

부림창작공예촌
먹자골목

통술골목

오동동아구찜거리

너른마당

돼지골목

고려당,복희집

C 먹거리명물코스

 장어거리 (여름철 특화거리)

 대풍골목 (횟집거리)

 복국거리

 아구찜거리 (오동동일대)

제철 싱싱한 해물과 주인의 푸짐한 안주가 한 상 통째로 내어준다고 
해서 통술

 통술골목

창동 추억의 명소

 고려당 since1959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4길 21-1
since1971
2대째 운영. 금남의 집이라 부를만큼 여학생들의 주전부리, 단팥죽, 
팥빙수로 유명

 복희집

70~80년대 서민들의 최고 먹거리 (잡채.국수.우동..) 코너로 
만들어진 곳

 먹자골목 (부림시장 C동)

 6.25떡볶이

진동골목

창동예술촌

관해정

부림창작공예촌

포교당

창원시립
문신미술관

가고파 꼬부랑
벽화마을

 야외조각

B 문화예술코스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24 (055-222-2155)
- 마산예술흔적골목 - 에꼴드창동 골목 - 문신예술 골목

 창동예술촌

창원시 마산합포구3.15대로346 ( 부림시장 A동)

 부림창작공예촌(055-243-6464)

 창원시립 문신미술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47
작가 문신의 작품과 예술 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야외조각전시장, 문신원형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각, 석고원형, 유화, 채화, 드로잉, 유품, 공구 등 총 3,900여점의 
작품 및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가고파꼬부랑 벽화마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신추산아파트 옆
마산합포구 성호서7길 15-8번지 일대 노후주거 30여가구를 중심으로
경남은행의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노후주거공간을 2013.12.5. 
벽화마을 탄생

 창원시립박물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
전화: 055-221-5050
창원시립마산박물관은 급격한 현대화와 도시화의 물결속에서
사라져가는 창원지역 문화유산들을 수집,보관,전시,교육하는 문화공간

창동예술촌

관해정

출발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무학초등학교 담벼락
(총탄자국)

마산합포구청
(옛 마산시청)

마산의료원
(옛, 도립의원)

도착

임항선 그린웨이

3·15 국립묘지(구암동)

3·15 의거탑
몽고정

교방천 데크로드

D 민주성지코스
(마산 3·15의거를 따라서...)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53번지 일대

 김주열열사 시신 인양지

 옛 마산시청 (현,합포구청)

 옛 도립의료원 (현,마산의료원)

 3·15의거탑

제55주년 마산3.15를 기념하여 315명의 꽃화분 조성

 3·15꽃골목 (창동예술촌 문신예술골목)

 3·15의거 발원지

 3·15 국립묘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E 해양·생태코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해정길 17(교방동 237)
한강 정구(寒岡 鄭逑)의 제자들이 선생의 향사(享祀)를 모시기 위해 
세운 회유서원(檜柔書院)

 관해정

임항선은 항구에 닿은 배의 짐을 바로 기차에 싣기 위해 부두까지 
이어진 철길을 말한다.
1905년 개통 100여년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역사적인 기찻길. 
2012년 폐선이후 도심의 산책로

 임항선 그린웨이

 무학초등학교 담벼락 (총탄자국 재연)

생태복원하천 (교방동 ~오동동 2.8km) 

3∙15의거
발원지

A

역사문화코스

B

문화예술코스

C

먹거리명물코스

D

민주성지코스 

E

해양•생태코스

산해
관광네트워크
진미 

●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 창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