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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景福宮)은 조선시대 제일의 궁전으로, 

조선 태조 4년(1395)에 건립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고종 2년(1865)에서 고종 5년

(1868) 사이에 흥선 대원군이 재건했다. 경복궁

은 창건 이래 확장과 중건을 계속했고, 화재와 

외세에 의한 훼손 등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만, 조선 왕실의 역사와 생활, 문화를 배우고 체

험할 수 있는 명소이자 교육과 여가의 문화 공

간으로 연간 550만 명이 찾고 있다. 경복궁은 

궁성과 문을 비롯해 궁 내 모든 구역이 아름다운 문화 요소로 가득하며, 이 중에서 광화문, 흥례문, 근

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을 잇는 궁궐의 중심부는 경복궁의 핵심 공간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전화  02-3700-3900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

이용 시간  1~2월 오전 9시~오후 5시(입장 마감은 오후 4시), 3~5월 오전 9시~오후 6시(입장 마감은

오후 5시), 6~8월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 9~10월 오전 9시

~오후 6시(입장 마감은 오후 5시), 11~12월 오전 9시~오후 5시(입장 마감은 오후 4시), 휴

무:매주 화요일

이용료  만 65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료, 만 25~64세 3,000원

교통편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① 경복궁 남측 : 109, 171, 272, 601, 606, 1020, 7025번 ② 경복궁 서측 : 1020, 1711, 7016, 

7018, 7022, 7212, 6011, 9703번

※ 자세한 버스 노선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bus.seou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버스 

사전활동 사전 체험활동 교수ㆍ학습 과정안

1.  체험활동 안내

활동 장소 경복궁 지역 서울시 종로구

활동 주제
조선시대 궁궐 건물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고 역사 속의 왕이 되어 백성을 위한 정책

을 궁리한다.

활동 목표
궁궐 여행을 통해 조선시대 왕족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역사 속의 왕이 되어 나라와 백성

을 위한 정책을 궁리할 수 있다. 

활동 종류
 야외답사    실내강의    시설견학    실험    공연전시관람   

 신체활동    워크숍 및 토론    캠프활동   창작활동    기타(  )  

자원 유형
 체험시설    전시·공연시설    문화재, 역사    자연    관공서

 안전·의료·복지시설    연구시설    기타(  )  

분류 영역  자율    봉사    진로    동아리    교과학습 연계 체험    교과학습 지원

활동 정원 30명 이내 활동 시간 3시간 활동 비용 무료

2.  핵심 역량 및 관련 교과ㆍ진로

핵심 역량 정보활용능력, 창의적문제해결력, 분석적사고력

관련 교과

•5학년 1학기 사회. 3-④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사회. 3-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5학년 2학기 사회. 1-① 영조·정조시대의 사회 발전

                    사회. 1-② 달라지는 경제생활과 신분질서

학교급 초등

관련 진로 역사학자, 학예사, 문화기획자, 문화비평가, 환경연구원, 고고학자, 고미술학자 

3.  사전 체험활동

•현장 체험활동 전 학생활동

- ‘조선의 궁궐 경복궁’ 동영상 시청하기(1분 38초) : 근정전(왕의 위엄)-사정전(통치

의 이념)-교태전(왕비의 격조)-경회루(연회의 물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 자료 

※출처 : http://www.youtube.com/watch?v=wubWJlzdodI 

-궁궐에 가본 경험 이야기하기

・자신이 가봤던 궁궐에 대해 이야기하기(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창덕궁 등)

・궁궐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하기(수많은 건물들, 정원, 연못, 조각상 등) 

서울시
-

초등

3. 경복궁
         : 궁궐 여행으로 알아보는 우리의 역사

체험활동지

경복궁 체험활동 과제 확인 

/ 궁궐에 가봤어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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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기

・왕족, 즉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공주, 왕자, 대비 등 

・신하들, 궁녀, 환관, 궁궐을 지키는 병사 등

-궁궐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 알아보기

・궁궐에 있는 건물들은 쓰임새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는 것 알기

・정전 : 나라의 공식 행사를 하는 곳

・편전 : 왕과 신하들이 업무를 보는 곳

・침전 : 왕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으로 ‘대전’이라고도 함

・중궁전 : 왕비가 거처하는 곳

・동궁 : 왕세자가 거처하는 곳

•교사 지도용

- 수업 계획

활동 차시 교육과정 수업 내용 장소

사전활동 1 사회
- 조선시대 궁궐에 대해 알아보기

-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기
교실

본활동 2~4
사회

창의체험

- 경복궁 견학하기

- 왕과 관련 있는 건물 살펴보기

- 왕비와 관련 있는 건물 살펴보기

- 궁궐 내 각 건물의 용도 알아보기

경복궁

사후활동 5 창의체험
- 경복궁의 건물을 소개하는 엽서 꾸미기

- 자신이 제작한 엽서 발표하기 
교실

- 경복궁 안내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북으로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

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넓은 육조거리(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져, 왕도인 한양(서울) 

도시 계획의 중심이기도 하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했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 중건되었으며, 흥선대원군이 주도해 중건된 경복궁은 500여 동의 

건물들이 미로같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한 모습이었다.

・궁궐 안에는 왕과 관리들의 정무 시설, 왕족들의 생활공간, 휴식을 위한 후원 공

간이 조성되었으며 또한 왕비의 중궁, 세자의 동궁, 고종이 만든 건청궁 등 궁

궐 안에 다시 여러 작은 궁들이 복잡하게 모인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제강점

기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하여 근정전 등 극히 일부 중심 건물만 남았

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 자체를 가려버렸으나 다행히 1990년부터 본격

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되어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 일원을 복원했으며, 

왕과 왕비의 침전, 동궁, 건청궁, 태원전 일원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광화문-흥례문-근정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을 잇는 중심 부분은 궁

궐의 핵심 공간이며,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대칭적으로 건축되었으나 중심부를 

제외한 건축물들은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 변화와 통일의 아름다움을 함께 갖

췄다.

4. 수행과제 제시 및 안내

조선시대의 궁궐은 왕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나라의 일을 의

논하는 공적인 역할도 함께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각 건물에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

가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복궁을 견학하며 궁궐 안에 있는 건물들의 

쓰임새와 각 건물마다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견학 후에는 경복

궁을 소개하는 엽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엽서에는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엽

서를 꾸미되 누가 생활을 했으며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목표
여러분의 과제는 경복궁을 견학하고, 경복궁의 건물들을 소개하는 엽서를 제작하는 것

입니다.

역할 여러분은 경복궁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대상 목표 대상은 관광객들입니다. 

상황
경복궁의 건물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건물의 용도 및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과 하

는 일들을 소개해야 합니다.

결과물
경복궁 견학 결과에 기초하여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건물의 용도와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엽서를 만들어냅니다. 

기준
결과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건물의 사진, 건물의 용도,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 및 업무

체험활동
현장 체험활동 교수ㆍ학습 과정안

1. 안전 교육

•차량 승하차 시

- 일렬로 줄 서기를 하여 차례를 지켜 승하차 질서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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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하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달리는 차 창문을 열고 손이나 머리를 밖으로 내미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차량 운행 시에는 큰 소리로 게임하기, 노래 부르기 등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주정차 후 휴게실을 이용할 때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이동한다. 

- 차량 탑승 시간을 지키고, 짝꿍의 탑승을 확인한다. 

- 목적지 도착 후 두고 내린 짐(휴대폰 및 개인 소지품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체험활동 시

- 해설자 동행 시 해설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 음식물을 먹으면서 다니지 않는다. 

- 일행과 헤어지지 않도록 줄을 잘 따라다닌다.

- 궁궐 내 새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 각종 시설 관람 시 시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는다.

2. 현장 체험활동 

•활동 1 : 경복궁 궁성과 문 견학 

-궁성과 문

・궁성 : 궁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장을 가리킨다.

・광화문 : 경복궁의 정문으로 다른 궁궐들의 정문과는 달리 돌로 높은 석축을 

쌓고 성곽의 성문과 같은 격식으로 장대하게 지어졌다.

・건춘문 : 경복궁의 동쪽 문으로 세자와 동궁 영역에 위치한 각사 신하가 출입

하던 문

 

궁성 광화문 건춘문

-흥례문 영역 : 흥례문 일곽의 가운데에는 백악으로부터 흘러 내려온 물, 즉 금천

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도록 한 어구가 있고, 어구의 중앙에 영제교라는 다리가 

놓여 있다. 어구와 영제교는 근정문에서 이뤄지는 왕과 신하들의 조회 시에 신

하들이 도열할 위치를 구별하는 경계이기도 하고, 천록은 금천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이다. 

 

흥례문 금천과 어구 천록

-정전 영역 :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正殿)이다. 왕이 신하들의 조하(朝賀:조회 의

식)를 받거나 공식적인 대례(大禮) 또는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다. 정전인 근정전

은 궁궐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건물로 면적도 가장 넓게 차지

하고 있다. 중층으로 된 근정전 건물은 2단의 높은 월대(月臺) 위에 자리하고 있

으며 전면에는 중요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둘레를 행각이 

감싸고 있다.  

 

근정전 근정전 내부 근정전 마당의 품계석

-편전 영역 : 편전(便殿)은 왕이 평소에 정사를 보고 문신들과 함께 경전을 강론하

는 곳이다. 또 종친, 대신들과 함께 주연을 즐기고, 왕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한 곳이다. 

 

사정전 사정전 내부 수정전

-침전 영역 : 왕의 침전인 강녕전(康寧殿)과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交泰殿)이 침전 

영역이며, 침전은 왕과 왕비가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다. 자경전은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양어머니인 신정황후를 위해 지은 건물이다.

안전 교육 시 유의점

체험활동 전 및 당일, 수시로 학생

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준비물

필기도구, 카메라, 운동화, 편한 옷

차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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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청궁과 향원정 : 경복궁이 중건되고 5년이 지나서 고종 10년(1873)에 와서 지

어진 건물이다. 경복궁에서 가장 북쪽 한적한 곳에 위치한다. 왕과 왕비가 한가

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거처할 목적으로 지어졌다. 앞에는 향원지라는 큰 연못을 

파고 연못 가운데 향원정이라는 정자를 꾸몄다. 

 

건청궁 장안당 추수부용루 향원정

- 태원전과 집옥재 : 태원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시던 건

물이다. 집옥재, 협길당, 팔우정 이 3채의 건물은 당초 창덕궁 함녕전의 별당으

로 지어진 건물이었으나,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

서 이 전각들도 옮겨온 것이다. 고종은 이 건물들을 어진의 봉안 장소와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장으로 사용했다. 

 

태원전 팔우정, 집옥재, 협길당

※일부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경복궁

사후활동
사후 체험활동 교수ㆍ학습 과정안

1. 사후 체험활동

•도입 : 궁궐의 꽃담장과 취병 알기

 

강녕전 교태전 자경전

- 침전 영역의 담과 정원 : 각 침전의 벽을 기하학적인 무늬나 꽃과 동물로 장식하

여 아름다운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굴뚝에도 다양한 글자와 무늬를 정교하게 

새겨 넣어 조상의 뛰어난 예술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은 

기존의 담장에 기대어 쌓아 마치 담장의 일부처럼 보이게 한 재치가 돋보인다. 

교태전 뒤쪽에는 인공적인 언덕을 만들어 아미산이라 이름 짓고 다양한 화초를 

심어 왕비의 개인 정원으로 조성했다.

 

교태전 담장 교태전 담장 교태전 후원 아미산

 

강녕전 굴뚝 자경전 꽃담 자경전 십장생 굴뚝

- 동궁과 경회루 : 동궁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생활공간이며, 왕세자의 교육이 이뤄

지던 곳이다. 동궁은 세자궁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자선당과 비현각이 주 건물이다.

경회루는 침전 영역 서쪽에 위치한 연못 안에 조성된 누각이다. 외국 사신의 접

대나 임금과 신하 사이에 벌어지는 연회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자선당 경회루 경회루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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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엽서를 발표하며 경복궁의 건물에 대해 소개하기

- 궁궐 여행을 통해 왕과 왕족들의 생활에 대해 알게 된 점 말해보기 

- 궁궐을 관람하며 인상 깊었던 장소 말해보기

- 견학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활동 시 반성할 점 발표하기

- 엽서 전시하기

2. 체험활동 평가하기

평가자료 1 자기 평가표
(    )학년  (    )반  번호(     )

이름:

주제 궁궐 여행으로 알아보는 우리의 역사

평가 기준
평가 점수

5 4 3 2 1

1 나는 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 나는 이 수업을 통해 경복궁에 대해 알게 되었다.

3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조선시대 궁궐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

습을 알게 되었다.

4 나는 이 수업을 통해 경복궁의 건물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총점                        점

활동  소감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과제를 수행하면서 

좋았던 점

칭찬해주고 싶은 친

구와 이유

※ 자기 평가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평가 기준에 따라 평점을 주며, 잘하면 5점부터 1점까지 줄 수 있다.

2. ‘총점’에 각 평가 기준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는다.

- ‘궁궐의 꽃담장과 취병’ 동영상 시청하기(4분 4초) : 경복궁 교태전, 자경전의 꽃

담과 궁궐 취병(나무나 넝쿨식물로 만든 울타리)에 관한 이야기

※출처 : EBS 지식채널e 문화유산 시리즈

•전개 1 : 경복궁의 건물에 대해 알아보기

- 경복궁의 궁성과 문

・광화문 : 경복궁의 정문, 수문장 교대식이 이뤄짐

・건춘문 : 경복궁의 동쪽 문으로 세자가 출입하던 문

- 흥례문 영역

・금천과 어구, 천록

- 정전 영역

・근정전 : 왕이 신하들과 조회 의식을 하던 곳

- 편전 영역

・사정전, 수정전 :왕이 평소에 정사를 보던 곳

- 침전 영역

・강녕전, 교태전, 자경전 : 왕과 왕비가 일상생활을 하던 곳

- 동궁과 경회루

・자선당 :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생활하던 공간

・경회루 : 외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과 신하 사이에 벌어지는 연회 장소로 이용

되던 누각

- 건청궁과 향원정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왕과 왕비가 휴식을 취하던 공간이며 향원정은 연

못 가운데 있는 정자임

- 태원전과 집옥재

・태원전은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시던 건물

・집옥재, 협길당, 팔우정은 창덕궁 함녕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으나 경

복궁으로 옮겼으며 고종이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장으로 사용함

•전개 2 : 궁궐 엽서 구상하기

- 경복궁의 건물을 꾸밀 엽서 구상하기(사후 체험활동지 활용)

・경복궁 건물 중 한 개의 건물 택하기

・건물 사진을 배경으로 엽서 꾸미기

・건물의 용도와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엽서 장식 꾸미거나 글쓰기

체험활동지

내가 만든 궁궐 엽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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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ㆍ학습 참고 자료

• 참고 도서

- 황은주, 양은정 그림, 허균 감수, 《한 권으로 보는 조선의 다섯 궁궐 이야기》, 그

린북, 2012.

조선 5대 궁궐의 역사, 관련된 사건과 인물 등을 그림, 사진, 지도를 생생하게 곁

들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궁궐에서 만나는 다양한 장식물을 소개하고 있

다. 장식물마다 의미와 상징을 알려줌으로써 조상의 지혜로움과 현명함을 느끼

게 해준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궁궐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바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 김은하, 에스더 그림, 《담 위로 우뚝 솟은 집 궁궐에는 누가 살았을까?》, 웅진주

니어, 2014.

왕과 함께 더불어 산 궁궐 사람들의 생활, 생각, 희로애락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왕은 정말 무엇이든 마음대로 했을까’, ‘세자는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어떤 준비

를 했을까’, ‘임금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내시는 가족도 없이 궁궐에서만 살았을까’ 

등의 궁금증들을 풀어가면서 궁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듬뿍 들어 있다. 

- 김경화, 구세진 그림, 《왕자가 태어나던 날 궁궐 사람들은 무얼 했을까》, 살림어

린이, 2013.

조선시대 중에서도 왕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궁궐로 아이들을 초대한다. 궁

궐의 내부를 세세하게 소개하면서 궁궐 사람들의 역할과 직업,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장소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하며 왕자가 건

강하고 지혜롭게 자라 나라를 바르게 이끌도록 도운 조선 왕실의 숨어 있는 주

역을 만나게 된다. 

- 김정호, 김이솔 그림, 《조선 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궁궐》, 주니어RHK, 2014.

조선시대 중인 출신의 주인공이 궁궐을 구경하는 과정을 따라가며 궁궐 안에 있

는 다양한 건물들의 이름과 쓰임새,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연

스럽게 알게 한다. 재미있는 한 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조상들

의 슬기와 지혜를 엿본다. 조상들의 생활과 풍습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물

론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자랑스러운 국보와 과학 기술이 돋보이

는 주거 생활, 다양한 도구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바른 먹을거리, 복식 문

화 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총망라하고 있다.

평가자료 2 자기 평가표
(    )학년  (    )반  번호(     )

이름:

주제 궁궐 여행으로 알아보는 우리의 역사

영역 평가 기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내용
궁궐에서 인상 깊게 본 건물을 이야기한다.

(5가지 이상-우수, 3~4가지-보통, 2가지 이하-노력 요함)

표현
엽서에 건물의 이름과 사진,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 

및 업무를 잘 표현한다.

태도
준비 및 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협력한다.

※ 교사 평가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평가 대상’에는 평가할 학생의 이름을 적는다.

2.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노력 요함이며 학생 평가 후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한다.

심화활동
심화활동 교수ㆍ학습 과정안

1. 심화탐구 주제

- 자신이 만약 조선의 왕이라면 나라를 일으키고,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백성을 위한 좋은 정책 5가지를 만들어보기

2. 유사 체험기관 

유사 기관 홈페이지 비고

창경궁 http://cgg.cha.go.kr

- 이용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계절별 상이하니 확

인 바람), 매주 월요일 휴무

- 이용료: 어린이 무료

창덕궁 http://www.cdg.go.kr

- 이용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계절별 상이하니 확

인 바람), 매주 월요일 휴무

- 이용료: 어린이 무료

덕수궁 http://www.deoksugung.go.kr

- 이용 시간 : 오전 9시~오후 9시(계절별 상이하니 확

인 바람), 매주 월요일 휴무

- 이용료: 어린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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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의 위치로 다시 옮겼으나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하

는 과정에서 위치 또한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현재의 광화문은 2010년에 원래

의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복원한 것이다.  

・건춘문 : 건춘문(建春門)은 경복궁의 동쪽 문으로, 만물의 기운이 움트는 ‘봄이 

시작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건춘문은 주로 세자와 동궁 영역에 위치한 각

사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출입하던 문이다. 현재의 문은 고종 2년(1865) 경복궁 

중건 당시 건립된 것이다.

・영추문 : 경복궁의 서쪽 문인 영추문(迎秋門)은 ‘가을을 맞이한다’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건춘문과 대비되는 개념의 이름으로 서쪽 방위의 개념에 맞게 지어

졌다. 이 문은 주로 문무백관이 출입하던 곳으로 특히 서쪽 궐내각사에 근무하

던 신하들이 많이 이용했다. 현재의 문은 1975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복원

된 것이다. 

・신무문 : 신무문(神武門)은 궁성의 북쪽 문으로, 북쪽 궁성이 마련되고 나서 세

워진 것이다. 신무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성종 6년(1475)이다. 신무문 쪽은 

인적이 드물었으나 신하들의 공훈을 기록해놓은 회맹단이 있어 왕이 공신들의 

충성을 다짐하는 모임이 있는 회맹제에 참석할 때는 이 문을 이용했다. 또 영

조 때는 숙빈 최씨를 모신 육상궁에 참배하기 위해 경복궁터를 길로 삼았는데, 

이때 신무문을 자주 이용했다. 신무문은 건춘문과 규모가 동일하며 현재의 문

은 경복궁 중건 시 건립된 것이다. 

・동십자각 : 동십자각(東十字閣)은 궁성의 동남쪽 모서리에 서있는 각루이다. 궁

성 담장이 헐리면서 현재와 같이 길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 동십자각은 서

십자각과 함께 궁성 전면 양 모서리에 궁궐 안팎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세운 것

인데, 서십자각은 일제강점기에 헐려버렸다. 

- 흥례문 영역_ 흥례문 일곽의 가운데에는 백악으로부터 흘러 내려온 물, 즉 금천

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도록 한 어구(御溝)가 있고, 어구의 중앙에 영제교(永濟橋)

라는 다리가 놓여 있다. 어구는 경복궁뿐만 아니라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

궁 등에도 있으며, 고려 궁궐, 중국의 궁궐, 베트남의 궁궐에도 있어 동아시아 지

역의 궁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구와 영제교는 근

정문에서 이뤄지는 왕과 신하들의 조회 시에 신하들이 도열할 위치를 구별하는 

경계이기도 했다. 영제교를 중심으로 북쪽에 2품 이상의 관원이 서고, 남쪽에 3

품 이하의 관원이 정렬했다. 

흥례문 행각의 서북쪽에는 서쪽 궐내각사와 빈청으로 출입하는 유화문(維和門)

이 자리하고 있다. 흥례문 일곽에서는 조회뿐만 아니라 국문이나 교서 반포 등

- 최인화, 김태현 그림, 장재혁 감수, 《경복궁-오백 년 잠자는 조선을 깨우다》, 토

토북, 2014.

고고학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경복궁 이야기로서 경복궁의 발굴과 복원을 상세

하게 알려주며 그 역사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 속

에는 경복궁이 왜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경

복궁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참고 사이트

- 조선고궁포털http://royalpalaces.cha.go.kr

- 경복궁http://www.royalpalace.go.kr

- 문화재청http://www.cha.go.kr

•경복궁 문화재 정보

- 궁성과 문_ 궁성은 궁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장을 이른다. 경복궁의 궁성은 태

조 7년(1398)에 동쪽, 남쪽, 서쪽이 조성되었으며, 이때 궁성문인 건춘, 광화, 영

추문도 세워졌다. 이보다 뒤에 북쪽 담장이 완성되고 북문인 신무문도 갖춰졌다. 

궁성은 거의 네모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전면 좌우 끝에는 각루(角樓)인 동십자

각과 서십자각이 있다. 

경복궁의 궁성은 임진왜란으로 궁궐 건물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도 궁궐터를 보

호하는 역할을 했다. 고종 연간 경복궁 중건 시 궁성이 새 단장을 하게 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앞부분이 헐려 나가고, 한국전쟁 때도 파손되었다. 현재의 궁성은 

그 이후 여러 차례 고쳐 쌓은 것이고, 일부는 본래 위치보다 안쪽으로 쌓은 상태

이다. 

・광화문 : 광화문(光化門)은 경복궁의 정문이다. 광화문은 조선의 법궁에 해당하

는 궁궐의 정문으로서 다른 궁궐들의 정문과는 달리 돌로 높은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중층 구조의 누각을 세워서 마치 성곽의 성문과 같은 격식으로 장대하게 

지어졌다. 

광화문은 중층으로 된 문루(門樓)를 받치는 기단 석축이 세 개의 홍예문으로 이

뤄져 있는데, 중앙의 홍예문으로는 왕이, 좌우의 홍예문으로는 왕세자와 신하

들이 출입했다. 또한 문루에는 종을 걸어두어 시각을 알리는 데 사용했다. 

광화문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으면서 건춘문 북쪽으로 옮겼다

가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아 문루가 모두 소실되었다. 그 후 1968년에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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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기도 하지만 왕과 왕세자, 궐내각사의 신료들이 보던 책을 보관하던 장

소이기도 하다. 이 융문루와 융무루는 학문을 상징하는 문(文)으로써 다스림을 

이루고 힘을 상징하는 무(武)로써 난을 안정시킨다는 뜻의 이름으로, 근정전이

나 근정문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 편전 영역_ 편전(便殿)은 왕이 평소에 정사를 보고 문신들과 함께 경전을 강론

하는 곳이다. 또 종친, 대신들과 함께 주연을 즐기고, 왕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

데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한 곳이다. 경복궁의 편전 영역은 사정전(思政殿)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정전 영역으로 통하는 사정문과 침전 영역으로 통하는 

향오문 사이에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이 남향하고 있으며, 그 주변을 행각이 감

싸고 있다.

사정전과 사정문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은 것으로 ‘천하의 이치를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는다. 임금이 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경연과 정사가 주 기능인 편전에 걸맞은 이름인 것이다. 사정문은 

3문으로 되어 있다. 이 문 역시 가운데 칸은 왕이 드나들 때 사용했으며, 신하들

은 좌우의 문을 이용했다. 편전 영역의 중심 건물인 사정전은 고종 4년(1867)에 

중건한 건물로 어좌를 가운데 설치했으며 벽에는 구름 속에 놀고 있는 용을 그

려 걸었다. 온돌이 없는 사정전은 더운 여름철에 정사를 보거나 경연을 하기에

는 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기가 드는 겨울에는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고는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정전의 좌우에서 편전의 기능을 보완하는 

만춘전과 천추전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운 겨울철, 경연이나 정무를 이

곳에서 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회루 연지 남쪽에 위치한 수정전은 세종 대에 집현전이 위치한 궐내각사 지역

에 고종 대에 새로 지은 전각이다. 고종 대 초기에는 임시로 편전의 역할도 했으

며,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내각 본부인 군국기무처로 사용되었다.

- 침전 영역_ 사정전을 뒤돌아 가면 행각에 연이어 있는 향오문이 나오는데 이곳

이 궁궐의 침전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경복궁에는 왕과 왕비의 침전 영역

이 둘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왕의 침전인 강녕전(康寧殿)이고, 다른 하나는 강

녕전의 후면에 있는 양의문을 통해 들어가는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交泰殿)이다. 

궁궐에서 침전은 왕과 왕비가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며, 내외 종친을 불러 연회

(내진연)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사와 관련한 일이 전혀 이뤄지

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왕이 신하들을 불러 은밀히 정사를 논의하는 곳 또한 침전

이 이뤄졌으므로, 궐내각사와 빈청의 관원들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문이 필

요했고 그 역할을 유화문이 한 것이다. 

- 정전 영역_ 근정전(勤政殿)은 경복궁의 정전(正殿)이다. 왕이 신하들의 조하(朝

賀:조회 의식)를 받거나 공식적인 대례(大禮)를 치르거나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

다. 정전인 근정전은 궁궐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건물로 면적

도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다. 중층으로 된 근정전 건물은 2단의 높은 월대(月臺)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중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둘레를 행각이 감싸고 있다. 

남쪽 행각의 가운데에는 3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정문이 있으며 그 좌우에 일

화문(日華門)과 월화문(月華門)이 있고 동쪽 행각에는 융문루(隆文樓)가, 서쪽 행

각에는 융무루(隆武樓)가 있다.

정전 영역의 입구인 근정문은 왕과 신하가 만나는 조참(朝參) 행사를 하는 곳이

다. 왕은 근정문의 가운데 칸에 어좌를 설치하고 남향으로 앉고, 신하들은 흥례

문 일곽에 도열하여 임금에게 예를 올렸다. 즉, 근정문은 단지 드나드는 출입문

의 역할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곳이다.

왕의 즉위나 외국 사신 접대 등의 큰 행사는 근정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

때 신하들은 마당에 놓인 품계석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마당에

는 돌을 얇고 네모나게 다듬은 박석이 깔려 있는데, 표면을 약간 거칠게 마무리

하여 단조롭지 않고 빛이 반사되어도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이 마당에서는 노인들을 격려하는 기로연(耆老宴)이나 과거 시험도 치

러졌다.

중심 건물인 근정전은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는 뜻이 담겨 있

는 건물이다. 큰 행사 때 사용했던 근정전은 국가와 왕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었

다. 때문에 중층으로 꾸미고 기둥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기단인 월대의 귀

퉁이나 계단 주위 난간 기둥에도 4신상과 12지신상을 간결하지만 재치 있게 조

각해놓았다. 정전의 안쪽은 바닥에 전돌을 깔고, 2층까지 높게 트이도록 했으며, 

북쪽 가운데에 임금님의 어좌를 설치했다. 어좌 뒤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봉우리의 산이 그려진 <일월오봉도>를 놓았고 천장에는 칠조룡을 조각

하여 장식했다. 2단으로 된 월대에는 정면 중앙에 답도를 두어 봉황을 조각하고, 

그 좌우에는 작은 계석을 놓고 계석의 우석으로 해태를 조각했으며 계석 측면에

는 당초문을 새겼다. 근정전 기단 상부에는 전석을 깔고, 전면 좌우에 청동 향로

를 배치했으며 하월대 동・서측 계단 옆에 무쇠 드므를 놓아 화재에 대비했다. 

근정전 동서 행각에 있는 융문루와 융무루는 정전 영역의 밖으로 출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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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곳이다. 동궁은 세자궁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자선당(資善堂)과 비현각(丕顯閣)

이 주 전각이고,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세자시강원(춘방)과 경호 임무를 수행

하던 세자익위사(계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복궁 창건 시에는 궁내에 동궁

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세종 대(1427년)에 와서 창건된다. 자선당에서는 문종이 

세자 시절 단종을 낳기도 했으며, 고종 대 경복궁 중건 후에는 순종이 거처했다. 

현재의 동궁은 1999년 자선당과 비현각 영역만 복원이 되었다. 동궁의 북쪽에는 

수라간인 내외 소주방이 있었다.

- 경회루 영역_ 경회루는 침전 영역 서쪽에 위치한 연못 안에 조성된 누각이다. 외

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과 신하 사이에 벌어지는 연회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

들어졌다. 경복궁 창건 당시는 작은 누각이었던 것을 태종 12년(1412)에 크게 연

못을 파고 지금과 같은 규모로 만들었다. 그 후 성종 때 건물이 기울어져 다시 고

쳐 지었는데 돌기둥에 용과 꽃 장식을 하여 화려하게 치장하고, 연산군 때는 연

못 안 인공섬에 만세산을 조성하고, 그곳에 월궁을 꾸며 조화를 장식했으나, 임

진왜란 때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 경회루 건물은 없어졌지만, 경복궁이 중건될 

때까지 연못은 나라에 가뭄이 들 때마다 기우제를 지내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현재의 경회루는 고종 4년(1867)에 중건된 것이다. 다시 지어진 경복궁의 많은 

건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회루는 중건 당시의 모

습을 그대로 간직해왔다. 연못 주변에는 담장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에 동서남북의 담장이 철거되었으며, 2004~2005년에 각각 북쪽과 동쪽 담장이 

복원되었다. 경회루로 가는 3개의 돌다리에는 벽사의 의미를 가진 동물상이 새

겨진 엄지기둥을 놓았다.

경회루 중건에 앞서 이 건물의 공간 구성을 역(易)의 원리에 기초하여 풀이한 글

이 쓰였는데 정학순이라는 사람이 적은 <경회루전도>이다. 여기에는 경회루가 

불을 억제하기 위해 육육궁의 원리에 따라 지어졌다고 적혀 있다. 6은 본래 8괘

에서 큰물을 의미하는 수이며 경회루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과 구조부재의 개수 

등이 6궁의 원리를 따랐다는 것이다. 경회루 축조에 응용된 우주의 원리를 <경

회루전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학순은 경회루의 평면을 4방 3중 구조로 정의하고 이를 중국 상고시대에 나타

났다고 전하는 신비한 도형인 하도(河圖 : 주역의 기본이 된 그림)의 모습이라고 적

고 있다. 또 물과 불을 능히 다스리는 용 두 마리를 경회루의 연못 북쪽에 넣었

다는 것이다. 북쪽에 용을 넣은 것은 생성되는 물로써 불을 제압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다.  세종 때에 임금이 오래 머물 곳이라 하여 규모를 크게 하여 고친 후 온돌

을 수리하는 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세 차례의 화재를 당했다. 역시 경복궁 중

건 공사 때 다시 세워졌으나 1918년 창덕궁의 침전이 소실되자 그 목재를 조달

한다는 목적으로 헐렸으며 1920년 창덕궁의 희정당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 지금

의 강녕전은 1995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강녕전의 공간 구성은 가운데 대청

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두고 전면에 넓은 월대를 꾸민 것이 특징이다. 이 

월대는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 내진연, 외진연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잔치 

때는 주변에 보계(補階)를 설치하여 보조하기도 했다.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도 강녕전과 같은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다만 전면에 월

대가 없는 것이 다르다. 강녕전과 교태전은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집의 구조도 

같은데 지붕 꼭대기에 용마루를 설치하지 않고 내부에는 종도리를 두 개 나란히 

두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침전이 이와 같이 용마루를 두지 않는 것에 관해 여

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

다. 중건된 교태전 또한 강녕전과 같은 시기에 헐렸으며, 창덕궁의 대조전을 짓

는 데 활용되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인공으로 조성된 언덕이 있는데 이곳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산의 이름을 빌려 ‘아미산’이라 했다. 아미

산에는 다양한 화초를 심어 화계를 꾸미고 교태전 온돌에서 나오는 연기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굴뚝을 세웠다. 또한 호수나 연못을 상징하는 모양의 석함(石函)을 

두어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을 조성했다.  

  

- 자경전 영역_ 경복궁 침전 동쪽 터에 자리한 자경전(慈慶殿)은 흥선대원군이 경

복궁을 중건하면서 고종의 양어머니가 되었던 조대비(신정왕후)를 위해 지은 건

물이다.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로 소실된 것을 고종 25년(1888)

에 다시 지어 지금까지 남아 있다. 44간의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은 온돌방으로 

꾸며진 복안당과 자경전, 동남쪽의 청연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연루의 동측으

로 협경당이 연결되어 있다. 자경전 남쪽으로 행각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가운

데에 여자들이 여닫기 쉽게 가벼운 당판문으로 된 만세문이 있다.

자경전 뒤편에는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처럼 화계를 꾸미지는 않았지만, 십장생

과 박쥐문, 당초문을 새긴 굴뚝을 세워 볼거리를 만들었다. 또 서쪽 담은 주황색 

벽돌로 축조하여 내벽에는 만수문, 격자문, 육각문, 오얏꽃 등을 정교하게 새겨 

넣고, 외벽에는 매화, 천도, 모란, 국화, 대나무, 나비, 연꽃 등을 색깔 있는 모양

벽돌로 꾸며 격조를 높이고 있다. 

- 동궁 영역_ 동궁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생활공간이며, 왕세자의 교육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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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해한 것은 이 건물 곤녕합의 누마루인 옥호루였다. 이 사건 이후 건물은 한

동안 방치되었다가 철거되고 말았으며, 2006년에 와서 다시 옛 모습대로 복원되

었다.  

 

- 자선당 유구_ 자선당은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 철거에 앞장섰던 오쿠라가 일본 

자신의 집으로 옮겨서 ‘조선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설 박물관으로 사용했다.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이 건물은 불타 없어지고 기단과 주춧돌만 남은 자리에 

오쿠라호텔이 들어섰다. 호텔 정원에 버려져 있던 기단과 주춧돌은 1995년에 경

복궁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화재로 인해 훼손되어 자선당 복원 때 쓰이지 못하고 

건청궁 동편 녹산에 보존하고 있다. 

- 집옥재 영역_ 집옥재, 협길당, 팔우정 이 3채의 건물은 당초 창덕궁 함녕전의 별

당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으나,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

기면서 이 전각들도 옮겨온 것이다. 고종은 이 건물들을 어진의 봉안 장소와 서

재 겸 외국 사신 접견장으로 사용(1893년 한 해에만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외국 

공사들을 다섯 차례 접견)했다. 

이 3채의 건물은 경복궁의 다른 전각들과 달리 중국식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이

는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생각되던 중국풍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집옥재의 

현판을 송나라 명필인 미불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여 중국풍으로 만든 것도 이

런 연유 때문이다. 

※ 자료 제공 : 문화재청 경복궁

• 자료 출처

- 경복궁 홈페이지

- 문화재청 홈페이지

- 동영상 자료 :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wubWJlzdodI, EBS 지식채널e 

문화유산 시리즈http://www.ebs.co.kr

-참고 도서 소개 : 인터넷 교보문고

- 향원정 영역_ 향원정은 1873년 고종이 건청궁을 지을 때 그 앞에 연못(향원지)을 

파서 연못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 2층의 육모지붕을 얹은 정자이다. 향원정이 있

는 섬으로 가기 위해 나무로 구름다리를 만들었는데, 취향교라 부른다.

취향교는 조선시대 연못에 놓인 목교로는 가장 긴 다리이다. 지금은 남쪽에서 

나무다리를 건너서 섬에 가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취향교가 북쪽에 있어 건청

궁 쪽에서 건널 수 있었다. 이 다리를 남쪽에 다시 지은 것은 1953년이다. 향원

지의 근원은 지하수와 열상진원샘이며, 이 물은 경회루의 연지로 흘러가도록 되

어 있다.

- 태원전 영역_ 경복궁의 서북쪽 일대는 빈전(殯殿)이나 혼전(魂殿), 영전(靈殿) 같

은 제사와 관련된 전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빈전은 왕실에 돌아가신 분이 있

을 때 관을 모셔두는 곳이고, 혼전은 종묘에 모실 때까지 만 2년 동안 위패를 모

시는 곳이며, 영전은 돌아가신 분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태

원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시던 건물이다. 나중에는 빈전

이나 혼전으로도 쓰였다. 

이곳은 궁 안 외진 곳이어서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고종은 태원전 재

실인 공묵재에 머물면서 신하들을 만나보는 일이 많았다. 태원전 건물은 20세기 

초에 철거되었다가 지금 옛 모습대로 건물이 복원되었다. 건물은 제사 지내는 

집답게 단정하고 엄숙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 건청궁 영역_ 경복궁이 중건되고 5년이 지나서 고종 10년(1873)에 와서 지어진 

건물이다. 경복궁에서 가장 북쪽 한적한 곳에 위치한다. 왕과 왕비가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거처할 목적으로 지어졌다. 앞에는 향원지라는 큰 연못을 파고 

연못 가운데 정자를 꾸몄다. 건물은 민간 사대부 집의 형태를 따르면서 화려하

고 섬세한 치장을 가미하여 지었다. 왕이 사용하는 장안당과 왕비가 머무는 곤

녕합, 그리고 장안당 뒤에 서재로 관문각을 지어서 마치 사대부가의 사랑채, 안

채, 서재를 연상시키는 구성을 했다.  

담장에는 벽돌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꽃무늬를 꾸몄다. 고종은 이곳을 좋아하여 

왕비와 함께 자주 머물렀다. 왕과 왕비가 거처하지 않을 때는 역대 임금의 초상

화를 모시기도 했다. 그러나 한가롭게 휴식할 목적과는 달리 이 건물은 조선 말

기 정치적 혼란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 고종은 이곳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공사들을 접견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 사이에 서재인 

관문각은 러시아인에 의해서 2층 벽돌조 건물로 개조되기도 했다. 궁 안에 최초

로 전등이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1895년 일본인들이 궁궐을 습격해서 명성황후



체험활동지

※경복궁으로의 궁궐 여행 체험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수행과제를 정리해봅시다.

조선시대의 궁궐은 왕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공적인 역할

도 함께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각 건물에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

러분은 이제 경복궁을 견학하며 궁궐 안에 있는 건물들의 쓰임새와 각 건물마다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견학 후에는 경복궁을 소개하는 엽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엽서에는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을 배경으로 엽서를 꾸미되 누가 생활을 했으며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목표 나의 과제는 경복궁을 견학하고, (                                             )하는 것입니다.

역할 나의 역할은 (                                             )입니다.

대상 목표 대상은 (                                             )입니다. 

상황

결과물

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 

기준

결과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자신이 가본 궁궐에 대해 적어봅시다.

궁궐의 이름

궁궐이 있는 곳

궁궐의 사진

(궁궐의 여러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여러 장의 사진을 붙여주세요.)

가장 인상 깊은 곳

(사진을 붙여주세요.)

그 이유는?

궁궐을 관람하고

느낀 점

<사전활동>

경복궁 체험활동 과제 확인
/ 궁궐에 가봤어요!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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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서 자신이 가본 건물을 바탕으로 만들 엽서의 내용을 구상해봅시다. 

내가 선택한 

경복궁의 건물 이름

건물 사진

건물에서 했던 일들

건물에 살았던 사람들

(신분, 업무 등) 

기타 사적 (            )호 / 보물 (            )호

<사후활동>

내가 만든 궁궐 엽서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용산 전쟁기념관은 6・25전쟁의 실체와 참상 등 

대한민국의 전쟁사를 살피고 우리가 누리는 평

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호국의 전당이다. 전쟁

기념관 내 총 3층에 걸친 전시실로는 전쟁역사

실, 6・25전쟁실, 호국추모실, 해외파병실, 국군

발전실, 대형・방산장비실이 있다. 옥외 전시장

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형 무기, 참수리 357호

정 안보 전시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전쟁기념관에서는 F-15K 3D 체험, 인천상륙작전 4D 체험, 

T-50 전동기 만들기, 거북선과 참수리호 조립하기 등 각종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화  02-709-3139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이용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 : 매주 월요일

이용료  무료, T 전동기 유료 : 11,000~14,000원

교통편 

4. 용산 전쟁기념관
        : 나는 평화통일 홍보 대사!

서울시
-

초등

6호선 삼각지역 11번과 12번 출구,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용산03번

①전쟁기념관 정류장 : 110A, 110B, 740, 421번 ②삼각지역 정류장 : 421, 100, 150, 151, 152, 

500, 501, 502, 504, 506, 507, 605, 750A, 750B, 751, 752번

삼각지역 정류장 : 6001번

지하철

마을버스 

간선버스 

공항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