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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방 프로그램 참여 방법

좌석 배정 및 안내

다과 시식

생과방‘호궤소’방문

궁중병과 및 약차 선택

비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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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생과방

경복궁 소주방 전각에 위치한‘생과방’은 궁중의 육처소(六處所) 가운데 하나이며, 

‘국왕과 왕비’의 후식과 별식을 준비하던 곳으로 ‘생물방’ 혹은‘생것방’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경복궁 생과방 프로그램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임금이 먹었던 

궁중병과와 궁중약차를 오늘날에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생과방 내부에 위치한 호궤소에서 궁중병과와 궁중약차 메뉴를 직접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궁중다과를 시식·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여향병
2,500원 (한정판매 1일 40개)

궁궐에서 즐겨 먹었던 서여향병은 ‘마로 

만든 향기로운 떡’이란 뜻으로 생마를 쪄서 

꿀에 재운 후 찹쌀가루를 묻혀 튀기거나 지진 

뒤 잣가루를 입힌 음식이다. 

2020년 경복궁 생과방에서는 시그니처 메뉴 

개발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새로운 

모습의 서여향병을 관람객께 선보입니다.

주악
2,000원

밀가루가 들어가는 주악은 조선시대 고급 

스런 병과였습니다. 궁중의 연향인『진찬의궤

(進饌儀軌)』에는 대추주악·감태주악·후추

주악·계피주악·치작황주악 등의 ‘각색 주악’

이 주로 올려졌습니다.

갑피병
1,000원

얇은 껍질로 소를 싸서 만들었다하여 갑피병

(甲皮餠)이라 했으며, 궁중의 잔치상에 올랐

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쑥이나 송기를 넣어 

자연의 아름다운 색을 냄과 동시에 향기롭고 

질감이 좋아 봄철에 많이 먹는 떡입니다.

약과
1,000원

약과는 유밀과(油蜜果)의 하나로 약이 되는 

과자라는 뜻입니다. 1948년 《조선상식》에는 

“조선에서 만드는 과자 가운데 가장 상품이며 

온 정성을 들여 만드는 점에서 특색있는 과자”

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다식
2,000원

다식은 조선시대 제례나 혼례의 큰상차람에

서 뺄 수 없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곡물에 꿀 

또는 조청을 넣고 반죽한 후 일정한 무늬를 

가진 틀에 박아 만들며 종류에는 쌀다식·송화 

다식·밤다식·검은깨다식 등이 있습니다.

드시다

궁
중 
병
과

정과
1,000원

‘전과(煎果)’라고도 하는 정과는 조선시대 

장국상·큰상, 제례음식에 반드시 쓰였으며,

모과·유자와 같이 특유한 향미를 가진 과일

이나 배, 연근, 생강, 무 등을 재료로 사용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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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귤다
인삼, 귤피, 대추

4,000원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기를 보

하는 인삼과 기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는 귤피로 차를 만들어 병을 다스

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제호다
매실, 초과, 사인

4,000원

조선왕실에서 여름철에 즐겨 마신 

음료로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피부는 뜨겁고 속은 차가워지

기 쉬운 여름철에 마시면 좋습니다. 

정조 임금이 더운 여름철에 신하들

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호탕을 

하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계다
계피, 생강, 귤피

4,000원

계피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영조께서 승하

하시기 직전 꺼져가는 온기를 되살

리기 위해 강계차를 올렸다는 기록

이 있습니다.

오미자다
오미자

4,000원

중종의 번열과 갈증을 치료하기 위

하여 다섯 가지 맛[신맛, 쓴맛, 단맛, 

아린맛, 짠맛]을 가진 오미자로 차를 

만들어 올렸던 약차입니다.

유자차
유자

4,000원

유자와 배를 함께 꿀에 절여서 감기에 

좋은 차로, 유자의 향이 뭉친 기운을 

풀어 소화가 잘 안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도 좋습니다.

마시다

궁

중

약

차

과

실

차

모과차
모과

4,000원

모과를 꿀과 함께 절여 만든 차로 

목의 염증을 삭이고 목을 시원하게 

해주며,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사기간	 2020년 5월 27일(수) - 6월 29일(월)

 ※경복궁 휴궁일(매주 화요일)은 제외됩니다.

행사장소  경복궁 생과방

행사내용 궁중병과 및 궁중약차 시식체험 10:00 - 17:00

 ※주문마감 시간은 16:30입니다.

참여방법 현장 주문

행사문의 한국문화재재단 | 02-3210-4807

코로나19 관련 안내

경복궁 생과방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증상 확인 및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기를 포함해 매일 철저히 방역하고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안심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과 직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체온 측정방역 의심증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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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join 
the Saenggwabang Experience Program

Gyeongbokgung Saenggwabang

Saenggwabang was one of six special departments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Sojubang 

inside Gyeongbokgung Palace.  It was responsible for producing royal desserts and 

special meals for Joseon's kings and queens. It was also called the ‘Saenggeotbang’ or 

‘Saengmulbang.’

Gyeongbokgung Palace's Saenggwabang program offers a paid experience program 

that allows visitors to sample an assortment of royal confectionaries and teas, which 

are recreated based on the recipes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fter 

selecting a select royal refreshment or tea at the Hogweoso inside the Saenggwabang, 

visitors are guided to a dining room where they can savor their choices.  

Go to assigned table in the experience zone

Enjoy desserts

Visit Hogweoso at Saenggwabang

Choose from a menu 

of Royal Confectionaries and Teas

Pay

�
�

�
�



Seoyeohyangbyeong
KRW 2,500 (40 pieces only a day)

Seoyeohyangbyeong means ‘hemp rice cake.’ 
This high-quality dessert of the Joseon Dynasty is 
made by marinating steamed hemp and frying or 
toasting it with glutinous rice flour and coating 
it with pine nuts. In 2020, Gyeongbokgung 
Saenggwabang will present a new version of 
Seoyeohyangbyeong that combines traditional 
and modern styles as a new signature menu. 

Juak
KRW 2,000

Juak made with flour is a luxurious dessert of 
the Joseon Dynasty. Various kinds of Juak made 
with flour with jujube, pepper, gamtae seaweed 
or cinnamon were served on the royal table 
for Jinchan, the royal ceremony for auspicious 
occasions.

Gaepitteok
KRW 1,000

This is also called Gabpibyeong, meaning “rice 
cakes with inner ingredients wrapped with thin 
wrappers.” Historic records state that it was 
served at a royal feast table. This is often favored 
in spring time as it has a good fragrance and 
texture, and beautiful natural color from a bit of 
mugwort or pine pine endodermis contained. 

Yakgwa
KRW 1,000

Yakgwa is a kind of oil and honey pastry, 
meaning snacks of medicine. 《Joseon Sangsik》, 
a book about the customs of the Joseon dynasty 
published in 1948, praises it as the best snack 
in all of Joseon, a unique confectionary that 
requires all-the-efforts in making process. 

Dasik
KRW 2,000

Dasik was must-have food for ritual or wedding 
ceremony in the Joseon Dynasty. It is made 
by mixing powdered grains with honey or 
grain syrup and taking a bit of the dough and 
pressing it into a mold with a certain pattern. It 
is made according to various recipes with such 
ingredients as rice, pine pollen, chestnuts, or 
black sesame seeds.

Sweets

Jeonggwa
KRW 1,000

Jeonggwa, also known as ‘Jeongwa’ (煎果), was 
an indispensable snack served at the Jangguksang 
table, Keunsang table, and during the ritual 
ceremonies of the Joseon Dynasty. It is made 
with various ingredients including pears, lotus 
root, ginger, and radishes, and fragrant fruits like 
quince or yuja.

signature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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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gyulda
ginseng, tangerine peel, jujube

KRW 4,000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cord that it is effective in treating 
illness due to the ginseng content, 
which protects the body's energy, and 
tangerine peel, which improves the 
flow of energy.

Jehoda 
plum, tsao-ko, villosum 
KRW 4,000

Jehotang, a famous summer drink of 
the Joseon Dynasty, is recommended 
during the summer, when one's 
skin heats up while the core body 
temperature falls, due to its warming 
effect on the body. There is a story 
that King Jeongjo ordered that the tea 
be served to comfort his servants in 
the hot summer season.

Ganggyeda
cinnamon, ginger, tangerine peel 

KRW 4,000

Cinnamon and ginger help warm and 
rejuvenate the body. It is recorded 
that the tea was served to revive the 
withering energy of King Yeongjo 
before he passed away.

Omijada
Magnolia Berry

KRW 4,000 

This herbal medicine tea is made 
with magnolia berry, which has the 
five flavors of sourness, bitterness, 
sweetness, pungency, and saltiness. 
This was served to King Jungjong as a 
remedy for heat and thirst. 

Yujacha 
yuja 

KRW 4,000

This tea is a good remedy for the 
common cold as its main ingredients 
are honey poached yuja and pears. 
The fruit's fragrance helps the 
body's energy to flow and alleviates 
indigestion and stress. 

Drinks

Mogwacha
quince 

KRW 4,000

This tea is made with honey poached 
quinces. It is effective in reducing 
inflammation of the throat, clearing 
the throat, and strengthening the 
muscles and joints.

R
oyal Tea

Fruit Tea



A guideline for against Covid-19

For the safety of our visitors to Gyeongbokgung Saenggwabang, 

we install thermal imaging camera to screen and prevent suspicious symptoms in real time. 

We thoroughly disinfect everywhere including all tableware 

and provide hand sanitizers from place to place for our visitors. 

All staffs are required to wear mask to help keep everyone safe and healthy.

Wearing 
mask

Furnishing 
hand sanitizers

Measuring 
temperature

Disinfecting 
places

Screening 
suspicious 
symptoms

Event Period 2020, May 20 (Wed) ~ June 29 (Mon) 

 ※ Except for Palace Holidays

Venue  Saenggwabang at Gyeongbokgung 

Event Contents Sampling Royal Confectionary and Royal Tea

 Open from 10:00 A.M. to 5:00 P.M.

 ※ Last ordejs at 4:30 P.M.

How to Reserve Advance reservation not required.

Event Inquiries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82-2-3210 - 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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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福宫生果房体验活动参与方式

听取体验场所安排及说明

试吃茶点

前往生果房犒馈所(账房)

选择宫廷饼果及药茶

支付体验费

�
�

�
�

景福宫生果房

“生果房”坐落于景福宫烧厨房殿阁, 是宫中“六处所”之一, 专门负责制作“国王
和王妃”的餐后甜点和特色风味小吃的地方, 也被称作“生物房”或“生食房”。
景福宫生果房项目是根据《朝鲜王朝实录》记载的内容开设的收费体验项目, 
旨在让游客体验当初国王日常生活中吃过的宫廷饼果和宫廷药茶。抵达后先
在位于生果房内的犒馈所（账房）选择中意的宫廷饼果和宫廷药茶, 然后即
可根据说明品尝、体验宫中茶点了。



薯蓣香饼
2,500韩元 (每日限售40个)

朝鲜时代的高级甜点——“薯蓣香饼”, 其名
蕴含“以山药制成的香饼”之意, 是将生山药
蒸熟后置于蜂蜜中腌制, 再蘸糯米粉炸制或
煎制, 最后加裹松子粉的美食。2020年景福
宫生果房开发招牌甜点, 为来访者献上融合
传统与现代的新式薯蓣香饼。

造角 
2,000韩元

加入面粉制成的“造角”为朝鲜时代的高级
糕饼, 在记载宫廷盛宴的《进馔仪轨》中, 
多见红枣造角、甘苔造角、胡椒造角、桂
皮造角、栀子黄造角等各色造角。

甲皮饼
1,000韩元

因以薄皮裹馅的方式制成而得名“甲皮饼”, 
史料显示其曾为宫廷宴席佳品。加入艾草
或松皮, 既能演绎出自然的优美色泽, 又能
收获清香与美妙的口感, 多于春季食用。

药果
1,000韩元

药果属油蜜果的一种, 蕴含点心可成药之
意。1948年《朝鲜常识》对药果大加赞誉, 
称其为朝鲜制点心中最为珍贵的商品, 百分
百全心投入的制作使其成为极富特色的甜
点。

茶食
2,000韩元
茶食为朝鲜时代祭祀或婚礼等宴席上的必备
品。在谷物中加入蜂蜜或糖稀, 搅拌后倒入
带有纹路的模具中制成, 种类可分为白米茶
食、松花茶食、板栗茶食、黑芝麻茶食等。

尝

宫
廷
饼
果

正果
1,000韩元

“正果”又名“煎果”, 是朝鲜时代面食宴、喜
宴、祭祀饮食中不可或缺的, 以木瓜、柚子
等具有特殊香气的水果或梨、莲藕、生姜、
萝卜等食材制成。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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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橘茶
人参、橘皮、红枣
4,000韩元

 《朝鲜王朝实录》中有以补气的人
参、顺气的橘皮制茶来治病的记
载。

醍醐茶 
青梅、草果、砂仁 
4,000韩元

醍醐汤作为朝鲜王室的夏季饮品
而闻名, 具有暖胃的功效, 适宜于
身体易外热内寒的夏季饮用。有
史料显示正祖曾在炎热的夏日, 为
慰劳众臣而御赐醍醐汤。

姜桂茶 
桂皮、生姜、橘皮 
4,000韩元

桂皮与生姜具有驱寒暖胃的功效, 
有史料记载英祖在驾崩前为延缓
气息而饮用过姜桂茶。

五味子茶
五味子
4,000韩元

为治疗中宗的烦热与口干, 而以赋
有五种滋味(酸、苦、甜、麻、咸)
的五味子特制的药茶。

柚子茶
柚子
4,000韩元

将柚子、梨置于蜂蜜中腌制而成, 
具有预防感冒的功效, 柚香可缓解
郁结的心情, 适合消化不良或有压
力时饮用。

饮

宫
廷
药
茶

水
果
茶

木瓜茶
木瓜
4,000韩元

以木瓜与蜂蜜腌制而成的茶, 具有
清热润喉的功效, 还能强健肌肉与
关节。



活动日期 2020年5月20日(周三)～6月29日(周一)
 ※景福宫闭宫日除外
活动地址  景福宫生果房
活动内容 宫廷饼果和宫廷药茶试品体验 10 :00 -17:00
 ※预订截止时间 16:30
预约方法 无需预约即可参加
活动咨询 韩国文化财财团 
 02-3210-4807

“新冠状病毒(COVID-19)”预防相关通知

景福宫生果房为了游客安全设置热像仪实时测体温而预防感染。

景福宫生果房每日消毒全店与餐具、而准备手消毒剂。

为了游客与职员安全, 全职员必佩戴口罩。

佩戴口罩 准备手消毒剂测体温防疫 检测早起症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