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장르의 다양한 예술꽃이 피어난 곳”
창동예술촌은 창동상가 뒤 골목을 중심으로 오래 된 

빈점포를 재활용하여 54명의 입주작가로 구성되어 

있다. 회화, 도자기, 유리공예, 패브릭아트, 포토, 

미디어, 애니메이션, 생활공예(쵸크, 포크, 냅킨아트, 

에코크래프트), 천연염색, 토우 등으로 문화예술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여 골목여행으로 새롭게 손꼽히고 

있는 곳이다.

마산미협회원 창작실
(정은숙,정현숙,진미정,이혜경)

오동서 6길 38
010-9897-5613

미협아뜰리에2
기획, 조형작업장

오동서 6길 30
010-9067-3842

르네상스아틀리에3

화방, 액자

오동서 1길 33
011-559-9856

경호예술사 송복남12
국악 관현악

오동서 1길 23
010-5355-0946

(사)경남국악관현악단 휴 송철민13
영상, 미디어아트

오동서 1길 23
010-8531-7821

Across the universe 최예린14
만화

오동서 1길 23
010-6550-1666

김영길애니메이션 ART&STORY15
DJ아티스트

오동서 1길 21
010-4244-8158

Busta Entertainment 김영환16

오동서 6길 18

인디밴드창작실6
창동예술촌 네트워크 지원
창작스튜디오

오동서 6길 16
010-4872-3629 

김현숙스튜디오8
오동서 6길 28

7
추억 패션소품 등 잡화점 연출 및 
핸드메이드 염색공예품 전시·판매

오동서 6길 21
010-5588-0366

부용청주상회(이정희하우스)5
오동서 6길 38

창동시민극장(연극공간)
영록서점(중고서적전문)4

마산미협작가 전용 상설
기획 전시장

오동서 6길 38
010-3887-6011

미협아트홀1

·창동예술촌 사무국
·상설 기획 전시장

  오동서 6길 24
  055)222-2155

창동예술촌 아트센터9
마술

오동서 6길 46
010-7581-3370

피터팬엔터테인먼트 류동호10
동화 구연

오동서 6길 46
010-4592-7333

(사)한국동화구연전문가협회 연순자11

도자체험 및 제작 판매

오동서 6길 38
010-2090-9899

보리 도예공방 김은진1-1

하니(말)스토리 작업체험 및 창작

동서북 13길
010-3678-3629

아카데미 뒤페 윤귀화35
식물과 회화 체험 및 창작

동서북 13길
010-5262-7780

그랑쇼미에르 서예주34

전시·체험공간

동서북 13길간 11

갤러리 리아37
회화 체험 및 창작

동서북 13길
010-5091-6226

파리화실 임수진36
회화 수강생교육 및 창작

창동거리길 20
010-3483-3441

이종두화실38
연필 소묘 인물화

창동거리길 20
010-3483-3441

드 세느 아뜰리에 송창수39
동서북 13길 16
010-3350-5606

장미숙 아뜰리에41
동서북 13길 16
010-3557-2570

조용태 조형연구소 조용태40
토우작품 창작·전시

동서북 13길 16
010-4559-4416

개미이야기 박경영 토우 하모하모43
아트상품 계발 및 천연염색

동서북 13길 16
010-7475-8082

문신아트샵 김 연 42

동서북 13길 17
45

동서북 13길 16
44

재생종이 생활공예

동서북 13길 7
010-3854-0821

에코크래프트 정재훈46
회화 체험·판매

동서북 13길 7
010-4666-5775

顺아뜨리에 박남순47
포크아트 체험 및 판매

창동거리길 24-3
010-7153-4774

갤러리문 문순덕48
청년작가 활동공간

창동거리길 24-2
010-3870-2094

스페이스1326 강대중49
사군자 전시·체험

창동거리길 24-2
010-9720-6004

해봉한국화 김수진

디자인 프로젝트 윤성원

51
인물화 전시·체험

창동거리길 24-2
010-8503-8356

이용수 화실50

서예

창동거리길 24
010-5400-8410

창조서예 박영제53
탱고 레슨 및 공연 테마 공간

창동거리길 24-2
010-3001-0789

박미 Tango Club52
매듭 체험 및 생활 공예

창동거리길 22
010-5530-7325

닭장 곽민경55
칠보, 은, 가죽공예 전시·판매 및
체험 공간

창동거리길 22
010-3930-4837

‘煕아트’ 주순희54
회화 전시 판매

동서북 13길 1
010-3063-7071

정순옥작업실57
쵸크아트 상품전시 및 체험공간

창동거리길 22
010-5212-1593

박정원 쵸크아트56
3D

창동거리길 22-1
010-4457-4248

59
플룻음악

창동거리길 24-2
010-3626-8503

이진희 플룻교실58
냅킨공예 체험

오동서 6길 16-16
010-6219-1594

오월이네 김혜영31
팝아트 초상화

오동서 6길 16-15
010-4457-4248

디자인 프로젝트 윤성원32
손글씨POP, 초크아트

010-7309-5545

손글씨 서지희

체험아카데미

창작공작소30

사회미술 및 공공 미술 작업실

오동서 6길 18
010-2543-0109

하석원 조각실28
바냇들(아트상품 및 체험)

오동서 6길 16-8
010-2585-8852

바냇들 갤러리 박미영29
생활도자, 인테리어소품제작 전시 및 
판매, 교육체험공간, 남치성도예공방

오동서 6길 16-23
010-2829-7712

세라믹 토인아트 남치성27
7080 레스토랑식 라이브 카페 및 
음악 강습

오동서 6길 6-1
010-3794-5572

별이 빛나는 밤에 이상훈26

창원시 유일의 유리 공예 체험 
공방

오동서 6길 6-17
010-7128-1921

Mool Glass 정혜경17
전통도자기 제작·판매·전시 및 
체험교육장

오동서 6길 16-9
010-6204-5014

안산 도예공방 김응기

예원 김명련

18

MBC경남 <정오의 희망곡>

오동서 6길 13

창동스튜디오23
포토갤러리 및 기회전시

오동서 6길 6-41

창동갤러리 라상호24
전통, 현대서각 현판, 가훈, 
사각제작·판매

오동서 6길 16-13
010-3977-7760

미래공방 박경식25
한 수레의 문화와 책이 만나는 곳

오동서 6길 16-23
010-4577-2796

꿀단지고서방 김영철22

민화

오동서 6길 16-13
010-8554-9504  

21
설치작업 및 실험적인 천 작업

오동서 6길 16-9
010-6528-8818

한경희 패브릭20
오동서 6길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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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예 [자수공예]
010-4574-4770  

손끝세상 박인자2
기타공예 [차,문화예절] 
010-4567-4529

한국전통예절원 양인석1

한지공예 [금니사경(서예)] 
010-4907-6213 

청산금니사경 남종석4
도자기공예 [아트토이] 
010-9118-2120 

천광도요 홍유정3

도자기공예 [폴리머클레이]
010-3554-9683  

진공방 조향진6
기타공예 [프린팅]
010-2445-1070  

아이큐빅 다솔산업 김현우5

섬유공예 [천연염색]  
010-8436-9981

정휘공예연구소 김정희8
현대생활공예 [가죽공예] 
010-2026-3885 

다솜공방 강유미 7

기타공예 [민화]
010-5434-0865  

민지공방 강민지10
현대생활공예 [비누, 아로마]
010-3907-7235

아로마홀릭 임경숙9

기타공예 [톨페인팅, 팬시우드]
010-6634-0923  

방해달몽 김지현12
기타공예 [네일아트] 
010-7472-3333 

써니네일(Sunny Nail) 왕선희11

기타공예 [포크아트, 포셀린]
010-2225-8822  

정인숙공방 정인숙14
도자기공예 [생활자기]
010-6559-8050  

세라핸즈(Cera Hanz) 강정화13

한지공예 [나전과 한지 콜라보] 
010-4553-4205

한지와 나전이야기 염영희16
섬유공예 [천연염색, 규방공예, 조각보] 
010-3855-7660

미문공방 김미문15

섬유공예 [천연염색, 매듭, 규방공예, 조각보] 
010-9899-8531

연지화공방 임지은18
도자기공예 [분청자기, 생활자기]
010-2043-2520  

려도도예공방 우연주17

기타공예 [와이어]  
010-3571-9760

연갤러리 박혜련20
한지공예 [한지]  
010-4340-2072

한지공예 명인샵 안여선19

도자기공예 [생활자기, 토우]  
010-3943-0068

흙빚는집(토가) 신복식22
기타공예 [우드버닝, 인두화]  
010-2869-2398

나무그림 윤성숙21

기타공예 [압화]  
010-4556-8643

예진공방 정영숙24
기타공예 [박공예] 
010-8528-8228 

묘원공예갤러리 박성란23

기타공예 [떡,쿠키]  
010-5113-0321

마루 박상민26
금속공예 [칠보]  
010-2437-5207

소윤아카데미 박선영25

기타공예 [테디베어, 수제인형]  
010-7591-3355

더 핸즈 백선아28
기타공예 [풍선아트, 냅킨아트]  
010-9613-5241

창의체험센터 이주현27

목공예 [DIY]  
010-8823-6333

권쌤의 DIY공방 권우정30
한지공예  
010-4527-4799

서현공방 이서현29

부림 창작 공예촌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이야기

창작
공예촌

부림시장

창원시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055-225-2612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055)247-0141~2

30명

대
한
민
국 

도
시
재
생    

번
지 

창
원

1

걸어서

이야기

만나는
마산 원도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