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덕궁은 조선왕조 제3대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이며 창건시 

정전인 인정전, 편전인 선정전, 침전인 희정

당, 대조전 등 주요 전각이 완성되었다. 

 그 뒤 태종 12년(1412)에는 돈화문이 건립 

되었고 세조 9년(1463)에는 약 6만2천평이던 

후원을 넓혀 15만여평의 규모로 궁의 경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에 

중건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5년(1613)에 공사

가 끝났으나 다시 1623년의 인조반정때 인정

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가 

인조 25년(1647)에 복구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번 화재가 있었으며, 1917년

에 대조전·희정당 일곽이 소실되어 1920년에 

경복궁의 교태전·강녕전을 철거하여 창덕궁

으로 이건하였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때 

정궁으로 쓰게된 뒤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70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

를 보살펴 온 법궁이었다. 

창덕궁

17.주합루 18.애련지 19.연경당   20.선향재

21.관람정 22.옥류천 23.다래나무 24.신선원전

25.의로전 26.향나무 27.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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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

를 간직한 대표적 궁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완

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하다.

  창덕궁은 사적 제12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

며 돈화문(보물 제383호), 인정문(보물 제813호), 

인정전(국보 제225호), 대조전(보물 제816호), 구

선원전(보물 제817호), 선정전(보물 제814호), 희

정당(보물 제815호), 향나무(천연기념물 제194

호), 다래나무(천연기념물 제251호)등이 지정되

었다. 창덕궁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세계문화유산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

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

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

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

된 유산.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

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세계유산

인정문 (보물 제813호)

연경당

관람정



  
  * 인정전(제225호)

  임금이 높이 앉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어좌

를 중앙에 두고 여러 가지 장엄을 베풀면서 

권위있게 지은 법전이 각 궁궐마다 있다. 인

정전은 창덕궁의 법전으로 궁궐의 배설로는 

외전의 중심이 된다. 외전은 보통 내전의 남

쪽에 있어 중요한 전각들을 자오선을 주축으

로 하는 선상에서 좌향시키기 마련인데, 창

덕궁은 경복궁에서와 같은 규범에서 벗어났

다. 이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지형에 따라 

적절히 배설하는 방도를 강구한 것이다. 건

물형태는 이중의 월대 위에 중층으로 세워진 

집인데, 들어가 보면 아래 위층이 트여 있다. 

20칸 크기의 다포계 공포양식을 지닌 전각으

로, 조선조 말기의 양식을 보여준다. 전각안 

천정 중앙에는 봉황 한쌍이 장식되어 있고, 

북측 중앙에 닫집으로 장엄된 용상(어좌)이 

국보

1.돈화문  2.금천교  3.진선문   4.숙장문 

5.인정문  6.인정전  7.선정전   8.희정당

9.대조전 10.경훈각 11.내의원  12.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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