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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인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 ‘사랑의 열매’ 공익
기부, 저소득계층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스크 등 안전용품 기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경남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마창대교
마창대교를 중심으로 창원권과 연계한 경남의 명소는 관광의 보고
라고 할 만큼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가 많다. 주요 축제로는 진
해의 군항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고성세계공룡엑스포, 통영 한산
대첩제, 거제 섬꽃축제, 하동 토지문학제 등이 있다.
서부권 축제는 진주 개천예술제와 세계적 유등축제로 떠오른 진주
남강 유등축제, 합천대장경 문화축전, 산청 한방축제, 함양의 지리산
철쭉 축제 등이 경남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주요 먹거리 관광
마산 오동동의 아귀찜과 진동의 미더덕찜, 사천의 전어회, 고성·통
영·거제·남해 청정해역의 굴 요리, 전통 있는 진주비빔밥, 의령의

마창대교
그 아름다움에 빠지다

메밀국수와 장터국밥, 산청의 한방 산채 요리 등이 관광객의 입맛
을 돋우는 지역 특산 먹거리들이다.

즐기며 머무는 관광
남해안의 청정해수욕장, 창녕 부곡, 창원 북면의 온천장, 창원, 남해,
진주, 거창, 밀양, 고성, 함안, 함양, 산청에는 새로운 레저 트랜드인
상설 캠핑장이 곳곳에 설치돼 가족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야간조명은 지역민은 물론 도로 이용자들이 봄·여름·가을·겨울 철

마음이 따뜻한 대교 사람들

이처럼 마창대교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하

이브릿지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지난 2008년 개통된 마산과

따라 색다른 정취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전국의 사진 마

마창대교를 건너면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맞이하는 요금수

고 있으며 우리 고장의 관광명소를 사통팔달 연결하는 관광 대교

창원을 연결하는 길이 1.7㎞의 마창대교다.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오

니아들이 입소문을 타고 즐겨 찾는 촬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납원과 마주하게 돼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 마창대교는 다양

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경남 창원을 자동차로 지나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해상 하

가는 대형 화물선 통행을 위해 다리높이를 64ｍ로 높게 건설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도로 안정성을 위해 사장교 형식을 선택했다.
개통 당시에는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해상대교로 유명세를
치렀다. 대교 개통으로 기존 시내 도로 우회 시보다 거리로는 7㎞,
시간으로는 28분이 단축,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계절 아름다운 마창대교, 드라이브 명소로 거듭나다
마창대교는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마산만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밤 조명은 보는 이들의 마
음을 낭만과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한다.
154 I

원범식(오른쪽) 대표이사가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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