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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주인공처럼가야저잣거리누벼볼까

세트장 입구에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

지이곳에서촬영한 16편의드라마와영화포

스터가전시돼관람객들을반긴다 제일먼저

촬영한 것은 드라마 김수로(MBC) 김수로

는세트장에서2010년 5월 13일부터 9월 18일

까지 총 20회분을 촬영했다 첫 드라마를 찍

은장소답게세트장건물곳곳에는김수로의

주요장면사진이배치돼있다 포스터 16개를

보다 보면 저 드라마도 이곳에서 찍었구나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드라마를 볼 때

는전혀촬영장소를떠올리지못했기때문이

리라 가장최근포스터는MBC드라마 빛나

거나 미치거나 장혁과 이하늬가 출연했으

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회분

을촬영했다

세트장은 모두 6개 구역 총 25채의 건축물

로 구성돼 있다 가야시대의 야철장 선착장

저잣거리 가야풍의 범선 각종 무기류 생활

용품등다양한소품이갖춰져있다

세트장 입구 관광안내소에서 팸플릿을 챙

기는 것은 필수 건물 하나하나마다 안내 푯

말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차장 입

구에도세트장안내도가있지만건축물에대

한 설명을 한 번에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

다 손에 쥔 팸플릿의 설명을 읽으며 세트장

곳곳을찾아다니면어떤건물인지어떤구역

인지훨씬도움이된다 아는만큼보인다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다 안내 푯말이 없는 것

은시시때때로이뤄지는드라마촬영에큰도

움이되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세트장의메인은김해관이라고할수있다

드라마 김수로의 주 촬영장소로서 내부에 김

수로허왕옥침실 회의장소 각종소품등이

진열돼있다 건물입구에는얼굴을갖다대고

김수로와허왕후처럼사진을찍을수있는포

토존도 있다 3층 건물이지만 관람객들은 건

물2층까지계단을통해올라갈수있다다만

목조건물특성상어린이나노약자는보호자

와함께건물안에들어서는것이좋다

김해관에서 바다쪽으로 나오면 해상무역

을 위해 배를 대는 곳인 선착장이 자리잡고

있다 드라마김수로에서허왕후가배를타고

도착한모습을찍었으며 무사 백동수에서는

전광렬과최민수의대결장면을찍은곳이다

선착장앞바다에는바람의방향에따라제자

리를 돌고 있는 배가 있으며 개펄에도 촬영

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배가 정박해 있

다

김해관 2층에서 다리를 넘거나 세트장 왼

쪽으로이동하면해반촌구역에이른다이곳

은 신발가게 대장간 토기가게 등이 있어 서

민들이사는모습을재현해놓았다소박함이

특징이다

저잣거리는 가야시대 장터를 구현해뒀다

짐승가죽을 파는 가게 농기구를 파는 가게

옷감을 파는 가게 막걸리를 파는 주막 등이

있으며 과일모양소품도전시돼있다

이 밖에도 드라마 김수로 촬영 시 객사로

쓰였던 가야관 공동우물새미교 마구간 마

방 철광석제련등우수한철기를만들기위

한비밀연구동채집한철광석을제련하던야

철장등이있다

전체적으로 가야시대의 건축물을 재현한

세트장은2010년조성이후여러차례의보수

과정을거쳤다 세트장의건축목적이드라마

나 영화 촬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관람객들의 편의시설은 세트장 내부에는 없

다고할수있다 화장실도입구에있으며유

모차나 휠체어 등의 이동도 쉽지 않다 출입

금지또는관계자외출입금지등의안내문구

도곳곳에서만날수있다

입장료는 무료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오전 9시부터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창원 도심에서 승용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만큼 드라마

촬영등으로세트장에못들어갈수도있으니

찾을 계획이라면 사전에 문의(☏ 055220

4061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0552483711

세트장관리실)하는것도좋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드라마를 찍는

세트장을찾는다는작은기대감을안고찾는

다면더큰만족감을느낄지도모른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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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부지에가야선착장범선생활용품재현

무신육룡이나르샤영화조선미녀삼총사등촬영

포토존인기입장료무료방문여부사전문의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해양드라마세트장 전경

드라마 김수로 무신 장옥정 사랑에 살다 육룡이 나르샤 등

과 영화 조선미녀삼총사의공통점은무엇일까 시대적배경도 다르

고출연진도분명다르다 단한가지공통점이있다면창원의해양드

라마세트장에서촬영을했다는것이다 창원해양드라마세트장은드

라마촬영및해양교류사홍보교육을위한목적으로창원시마산합포

구 구산면 석곡리 9947의 부지에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0년 4월조성했다

창원 해양드라마세트장을 가다

경남

(왼쪽)해양드라마세트

장 저잣거리 소품들

(위)목조건물로 등장인

물의 침실이나 회의장

소 등으로 사용된다 선

착장과 연결돼 있고 내

부엔 각종 소품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