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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궁캉스 이야기

경복궁 궁캉스는 궁궐 생활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꾸러미엔 궁을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궁캉스를 즐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왕께서 하사하신 담요와 이용권이 담겨있습니다. 
티켓을 필요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실 때 교환하시면 됩니다. 
※ 궁캉스 내 간혹 현물을 원하는 ‘꾼‘이 있어 약간의 엽전 또한 넣어드렸습니다.

청량한 가을밤 숨가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즈넉한 궁궐에서의 다양한 가을나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유난히도 지쳤을 2020년,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건춘문 
궁캉스 숙설소 족욕

체험
국악
공연

궁중음식
체험(2부)

• 서 있지 마소(所)  피로회복을 위한 진정한 휴식 코스

궁캉스 추천코스를 소개하오! 

• 놀고먹다 가소(所)   입이 행복한 먹방 코스

궁중음식
체험(1부)

율란
만들기

건춘문 
궁캉스 숙설소 국악

공연

• 맘껏 누리소(所)  궁에서 즐기는 특별한 전통문화 코스

궁중음식 
체험(1부)

일상모습
재현

국악
공연

이야기꾼
전기수

• 내가 몸소(所)   몸소 즐기는 생생한 체험 코스

율란
만들기

명장을
만나다

궁중음식 
체험(2부)

족욕
체험

머리방 
체험

행사일정 2020. 10. 19(월) ~ 10. 25(일) 
 총 6일간(기간 중 화요일 제외)

행사시간 18:00 ~ 21:00 (3시간)

행사안내

유의사항

• 사전예매는 필수입니다.

• 티켓 구입 시 궁중음식 및 숙설소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매 시 소주방 이용시간 선택 필수!

• 삼각대 및 플래시를 이용한 사진촬영은 불가합니다.

• 우천 시 일부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 경복궁 궁캉스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증상 확인 및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 모든 식기를 포함하여 매일 철처히 방역하고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관람객들과 직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방역 마스크착용

의심증상 확인

손 소독제 비치

체온 측정

코로나19 관련 안내

2020

2020. 10. 19 - 10. 25
Gyeongbokgung palace:
autumn vacation

에서 가을나기

기간 중 휴궁일 ㅣ화ㅣ 제외



화
장
실

3부

2부

1부

1부

1부

2부

1부

2부

3부

2부

운영 시간표

❶ 건춘문 궁캉스
궁에서 즐기는 가을밤의 휴식

운영시간 18:00~21:00

장          소 건춘문 앞 광장

내          용 휴식 공간 및 전통놀이  
 키트 제공 (바둑, 윷놀이 등)

❷ 이동식 주방 숙설소
궁의 요리사 ‘숙수’가 준비하는 음식 체험

운영시간 18:00~21:00

장          소 건춘문 일원

 * 숙설소 : 궁중의 잔치를 위한 임시 주방

❸ '숙종의 족욕' 체험
조선시대 건강비법, ‘한방족욕체험’

운영시간 18:00~21:00, 현장접수

장          소 건춘문 앞 버드나무 밑

내          용 1인 10분 시간제한

❹ 이야기꾼 ‘전기수’
전기수가 들려주는 가을밤 흥겨운 이야기

운영시간 (1부) 18:30~18:50 
 (2부) 20:30~20:50

장          소 생과방 앞 광장

* 전기수: 조선시대 후기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낭독가

❺ 국악공연
힐링음악 ‘경복궁 버스킹’

운영시간 (1부) 18:50 ~19:20 
 (2부) 19:45~20:15

장          소 건춘문 앞 광장

소주방 체험 프로그램

궁캉스 가을나기
❼ 왕세자 부부 납시오!

❻ 조선 머리방 체험

궁궐 일상 재현 프로그램

운영시간 (1부) 18:20~18:40 
 (2부) 19:20~19:40 
 (3부) 20:20~20:40

장          소 동궁 일원

내          용 관람객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진행

미용사 ‘수모’가 운영하는 머리방

운영시간 18:00~21:00, 현장접수

장          소 동궁 자선당 내 행랑채

내          용 댕기머리, 남바위, 가체 체험

동궁 일상 재현 프로그램

동궁(비현각) 외소주방

내소주방
생과방

경복궁 건춘문

동궁(자선당)

궁캉스 가이드
: 이용권 필요 : 엽전 필요

❽ 궁중음식 체험
생과방 궁중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시간 (1부) 18:10~19:10 
 (2부) 19:30~20:30  
 사전접수

장          소 생과방, 외소주방

내          용 국악공연(독주) 진행 
 골동반 및 궁중다과 체험

* 예매 시 선택한 회차에 이용가능

       명장을 만나다
모시짜기 체험 및 팔찌 만들기

운영시간 (1부) 18:10~18:30 
 (2부) 19:10~19:30 
 (3부) 20:10~20:30 
 현장접수

장          소 내소주방

내          용 2인 1조로 운영

❾ 임금의 간식! 
      율란(栗卵) 만들기 체험

태블릿PC를 활용한 병과 만들기

운영시간 18:00~21:00, 현장접수

장          소 내소주방

궁캉스 가을나기

내용 궁캉스 숙설소 족욕 체험 국악공연 전기수

18:00

상시운영 상시운영 상시운영

18:30
1부

19:00

19:30
2부

20:00

20:30

21:00

동궁 일상 재현 프로그램

내용 왕세자 부부 납시오 조선 머리방 체험

18:00

상시운영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소주방 체험 프로그램

내용 궁중음식 체험 율란 만들기 체험 명장을 만나다

18:00

상시운영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