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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옛말인 돝을따서이름붙여진돝섬섬의숲과바닷길을걸으며마산도심풍경을접할수있다

마산 도심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이 있

다 마산 합포만 동쪽 해안에 위치한 섬 도심을 배경

으로 떠있는 돝섬이다

돝섬유람선터미널에서 15해상에 위치한 돝섬

은 1982년 5월 국내 첫 해상유원지로 개장된 112000

 규모의 친환경섬이다 돝은 돼지의 옛말이다 돼

지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며 돝섬이라고 이

름이 붙여졌다

돝섬에는 옛날 이야기가 있다 가락국왕이 총애하

던 후궁 미희가 어느 날 궁중을 떠나 골포(마산의 옛

이름) 앞바다를 배회하자 신하들이 환궁을 재촉하

였고 그녀는 돌연 금돼지로 변해 무학산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후 맹수로 변한 금돼지가 백성을 해치고

다니자 임금이 군사를 동원해 금돼지를 쫓았다 군

사들에 포위된 금돼지는 한줄기 빛이 되어 섬으로 사

라졌다고 한다 이후 돼지가 누운 모습의 섬이 됐다

고 하여 돝섬 돝섬에서 밤마다 돼지 우는 소리가 들

리고 이상한 빛이 나자 최치원이 활을 쏘아 괴소리를

잠재우고 제사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돝섬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하다고 해서 그 풍습이 이어졌

다고도 한다

금돼지가 있는 돝섬으로 가는 길 돝섬유람선터미

널에서 돝섬으로 가는 배에 오를 수 있다

거창한 뱃길은 아니다 잠시 바다에 비친 마산 도

심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갈매기의 배웅을 받다 보면

이내 목적지에 도착한다 10분 정도 물길을 지나면

도심 한가운데 돝섬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왕복 요금은 성인 7000원 중고생경로국가유공

자 6000원 초등학생은 4000원이다 돝섬으로 가는

배는 오전 9시에 첫 물살을 가른다 이후 30분 단위로

오후 5시까지 돝섬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유람선은

오후 6시에 돝섬의 산책을 끝낸 사람을 태우고 하루

마지막 항해를 한다

돝섬을 찾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황

금 돼지다 황금 돼지가 복이라도 그득 안겨줄 것 같

이 가을 햇빛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돝섬을 상징하

는 황금 돼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황금 돼지와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강렬한

금빛 만남을 뒤로하고 느긋하게 걸음을 걸어보자

산책길은 크게 3가지 코스로 나누어져 있다 바다

를 끼고 섬을 크게 한바퀴 도는 파도 소리 둘레길 그

윽한 숲의 향기에 시가 어우러진 숲속 산책길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 작품 20점을 따라 걷는 작품 감상

길로 나눠진다

굳이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대로 발

걸음 가는대로 걸어도 바다숲예술이 어우러진 돝

섬의 정취를 느낄수 있다너른잔디광장과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는 벤치 등 걸음 쉬어가고 이야기 나

눌 수 있는 공간도 많다 파도소리가 마중하는 파도

소리 전망대 마창대교가 연출하는 바다의 풍경을볼

수 있는 마창대교 전망대 등 걸으면서 쉬어가고 바

다를 듣고 보는 시간이 기다린다 바다 위의 산책을

할수 있는출렁다리도잊지 말자

바다 나들이니 제대로 바다를 경험해보자 낚시

갯벌체험을할수 있는체험장도 상시 개방된다 체

험은 음력 1118일 25일3일까지 가능하다체험

가능시간은 평균 오후 12시부터 3시30분사이 조류

원에 살고 있는 닭과 토끼도 만날 수 있어서 아이들

이좋아하는놀이터이기도 하다

누구 하나 걸음을 재촉하는 이가 없어서 걷고 쉬

고 걷고 쉬면서 기울어가는 해와 함께 걸음을 옮긴

다 마지막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너머로 마산 앞바

다에붉게부서지는 가을 햇빛 바다가화폭이 된다

고요한 바다의 산책 뒤 생생한 바다를 만나러 마산

어시장으로 가보자 마산어시장을 중심으로맛집이즐

비하다 아구찜도빠질수 없다 오동동 아구찜거리

에서 낯선 아구찜을 만나보자 그동안 아구찜의 선택

이 하나였다면 이곳에서는 생아구찜과 건아구찜 두

가지 선택을할수 있다 생아귀가 아니라 한겨울찬바

람에 한달가량쫄깃하게 말린건아귀가더인기다불

린 말린 아귀에콩나물 미더덕 재래식된장과고춧가

루가 버무려져입맛을잡는다 장어거리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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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돝섬

마산앞마다에서 10분거리에위치한해상유원지돝섬

1982년 국내첫해상유원지개장

파도소리마창대교전망대 

바다위산책출렁다리도장관

바다숲예술 어우러진

낭만가득한황금돼지섬

돝섬을상징하는황금돼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