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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행사일정 2022.4.21.(목)-6.12.(일)–매주 목·금·토·일
입장시간 19:20–19:35–19:50–20:05

달빛기행

관람시간 약 100 분 소요
관람안내 내국인 행사(한국어해설)만 진행
행사문의 02-3210-4804

프로그램 안내

<창덕궁 달빛기행>은
전문해설사의 안내해설과 함께
창덕궁의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궁,
창덕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통예술공연
*공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금
대금 정악

녹음이 어우러진 은은한 달빛 아래
청사초롱으로 불을 밝히며
궁궐 곳곳 숨은 옛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가곡
여창 가곡

<창덕궁 달빛기행>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거문고
거문고 산조

궁중무용
박접무, 봄 산조춤

특별 프로그램┃왕가의 산책

@goongin_official

www.chf.or.kr

MOONLIGHT TOUR AT
CHANGDEOKGUNG PALACE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마주하는 시간

➏ 상량정
낙선재 후원에 우뚝 서있는
육각형 누각으로 ‘시원한 곳에
오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도심의
야경과 어우러진 대금의 청아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➐ 부용지・부용정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천원지방’의
음양사상에 따라 조성된 왕실
연못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
연못에 떠있는 듯한 부용정을
볼 수 있습니다.
➑ 불로문·애련정
왕의 만수무강을 염원하여 세운
불로문을 지나면 숙종의 연꽃
사랑을 담은 애련지와 애련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잔잔한 아름다움과 기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덕궁의 달밤을 거닐며
다채로운 왕실 이야기를
전문가의 해설로 듣는 달빛 산책과
전통차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청사초롱과 은은한 달빛 아래서
아름다운 창덕궁의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탐방안내

➎ 낙선재
낙선재는 1847년(헌종 13년)에
지은 공간으로 헌종의 서재 겸
사랑채였습니다. 헌종은 평소
검소하면서도 선진 문물에
관심이 많았으며 단청을 하지
않은 낙선재의 모습에서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➒ 연경당
아버지 순조에 대한
효명세자의 효심이 담긴
공간으로 궁궐 내에
사대부집과 유사한 형태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고종과
순종대에 이르러 주로 연회를
베풀고 외국 공사들을
접견하는 등 경사스러운
의례를 행하는 연회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관람소요시간 약 100분
➊ 돈화문 *집결 및 해산
➋ 금천교
➌ 인정전

➓ 후원 숲길
후원 숲길을 되돌아 나오며
창덕궁의 정취와 함께
달빛기행의 여운을 느껴보세요.

➍ 희정당
➎ 낙선재
➏ 상량정 *대금 공연
➐ 부용지・부용정

*거문고 공연

➑ 불로문・애련정 *가곡 공연
➒ 연경당 *궁중무용 공연
❿ 후원 숲길

2022 창덕궁 달빛기행

가이드맵

➍ 희정당
왕의 비공식적인 집무실인 희정당은
본래 숭문당이었으나 1496년
(연산 2년)에 ‘화평하고 느긋하여 잘
다스려지는 즐거운 정치’라는 의미인
희정당(熙政堂)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20년 경복궁의
강녕전을 옮겨 재건했습니다.
내부는 카펫, 유리 창문, 샹들리에 등
서양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➌ 인정전
‘어진 정치를 펼친다’라는 뜻을
가진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조회·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던
공식 의례 공간입니다.

➋ 금천교
돈화문과 진선문 사이
금천(禁川)을 가로질러
놓여있는 금천교는 현존하는
서울의 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➊ 돈화문 (집결 및 해산)
규모와 품위를 함께 갖춘
창덕궁의 정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