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부는 조선시대의 사법기관입니다. 

<동이>에서 동이가 감찰부 궁녀 생활을 

했었고, <마의>에서는 내의원으로 

활용되기도 한 공간입니다. 

보평전은 대비와 중전의 처소로 

사용되었으며, 만경전은 상궁의 숙소로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왕실 도서관으로 출발한 규장각은

훗날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의 중심지로 

정조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치기관으로 발전합니다. 

규장각11

감찰부15

보평전9 만경전10

조선시대 양반의 전통 주거공간입니다.

포도청은 조선시대의 경찰서, 옥사는 죄인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이산> <짝패> <해를 품은 달> <무신> <구암 허준> <구가의 서> 등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었습니다.  

대장금 세트1

최우사택 2

관가3

저잣거리 4

포도청·옥사 5

경기도 양주문화동산에 조성된 

세트장의 일부를 가져와서 새롭게 

조성한 <대장금> 기념 세트장입니다. 

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드라마로 제작되어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방송된 

한국드라마사상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한 드라마입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을 배경으로 

노비출신인 김준이 고려 무신정권 

최고 권력자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를 

둘러싼 무인들을 다룬 서사드라마 <무신>의 주 무대입니다. 

건물의 선이 아름다워 감독들이 좋아하는 촬영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미실궁을 세트로 구성한 곳으로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독극물을 

이용하여 설원의 병사들을 죽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후에 <무신> 촬영을 위해 신라시대의 건축양식을 고려시대의 건축양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후에는 <기황후>에서 고려 말의 국왕인 왕유의 처소로 사용되었습니다. 

2012년에 방송된 <마의> 세트장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 혜민서는 조선시대 의약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관청했던 곳으로 <마의>에서 수의사 광현(조승우)이 내의원이 되기 위한 

시험과정과 백성들을 치료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마의>에서 지녕(이요원)과 광현 

(조승우)의 연등축제와 로맨틱한 

불꽃놀이 데이트, <구가의 서>에서는 

여울(배수지)이 남장을 풀고 곱게 한복을 단장한 모습으로 강치(이승기)를 기다리는 장면 등이 

촬영되었습니다. <동이> <짝패> <해를 품은 달> <아랑사또전> <구암 허준> 등 수많은 드라마 

속에서 서민들의 애환과 삶을 담았습니다. 

미실궁16 미실처소 17

혜민서18

연무장 22

열선각은 <선덕여왕>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세트장입니다. 

<동이>에서 동이가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 <무신>에서 월이가 자결하는 장면, 

<기황후>에서 승냥이와 타환이 달달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 등이 연출되었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열선각14

화기도감은 조선시대 총포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입니다. 

드라마 <화정>의 촬영지입니다. 

화기도감20

사극에서 빠질 수 없는 무술액션 장면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선덕여왕>에서 진평왕이 쌍둥이였던 덕만을 신라의 백성 앞에서

공주로 선언하고, <해를 품은 달>에서 아역들의 축국시합, 

<빛나거나 미치거나>의 황자격투대회 등이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용인 대장금파크는 

한류의 중심지, 

MBC사극의 주 무대입니다.

용인 대장금파크는 사극은 물론 현대극, 영화, CF까지
찍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오픈세트장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완성된 
건축양식과 생활공간이 반영구적으로 지어진 곳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MBC의 사극 작품들이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 대장금파크는 사극의 주 무대뿐만 아니라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는 문화체험장, 최대의 한류테마파크로 
거듭나겠습니다.  

이곳은 드라마 속의 연회식 및 데이트 

장소로 자주 등장한 곳입니다. 

<동이>에서 숙종과 동이가 데이트를 

즐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둥지연못8

무량수전·안양루6

역대 왕들이 정무를 수행한 곳으로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선덕여왕>의 즉위식과 

연회장면, <동이>의 입궐식 등 왕과 중전, 세자의 책봉식이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특히 <해를 품은 달>에서는 이훤(김수현)과 대치중이던 양명대군(정일우)이 

창에 맞아 죽는 마지막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고려시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모델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선덕여왕> 

<동이> <해를품은달> <무신> 등 다양한 

작품들의 배경이 되었고, <구가의 서>에서는 ‘무형도관’의 주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안양루’라는 누각을 통해서 도성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무량수전 계단옆에서 촬영된 강치와 여울의 키스씬은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인정전7

동궁전12 중궁전13

아기자기한 궁궐 세트로 모양과 동선이 아름다워 주로 중전, 대비, 공주 등의 처소로 사용됩니다. 

<동이>에서는 장희빈이 화려했던 생을 마감하고 사약을 먹는 장소로, <해를 품은 달>에서는

연우가 세자빈이 되기 위해 머물렀던 ‘은월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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