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혼례식 하객 입장요금

직접 준비 할 사항

기타 안내

예약 문의

· 하객수 100명 이상부터 토, 일요일, 공휴일 예약 가능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평일에만 예약 가능)

· 주차요금 소형 2,000원 / 대형 3,000원    

한국민속촌 전통혼례

매년 3월 ~ 11월 (실혼 1일 4회 진행)

충현서원(실혼) 11시 · 14시 

양반가 (실혼) 13시 · 15시 

혼례 : 031-288-2972

성인 (20세~만 65세 미만)

청소년 (중, 고등학생)

아동 (생후 36개월~초등생)

경로 (만 65세 이상)

※ 입장권을 직접 제작하여(성인, 청소년, 아동 구분 제작) 혼례당일 정문 입구에서 
     혼주의 친인척이 하객에게 나눠준 후 정문 직원이 하객으로부터 회수한 숫자만큼
     단체 매표소에서 정산합니다.

※ 입장권 나눠 주실 분들은 혼례식 두 시간 전부터는 정문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 전통혼례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20,000원

피로연 식대에
입장료 포함 (13,000원) 

※ 단, 입장만 하시는 
    고객은 10,000원의 
    별도 요금 부과

17,000원

15,000원

15,000원

준비사항

헤어 및 메이크업

사진 및 비디오

신랑 : 깔끔하게 정리
신부 : 올림머리, 립스틱은 약간의 붉은색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할 스튜디오를 섭외하여 출장 요청

설명

두사람이 함께 부부의 예를 올리는 
백년가약(百年佳約), 혼례(婚禮)

기  간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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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서원·양반가 전통혼례(실혼)

진행 시간 : 11시·13시·14시·15시 진행 피로연 장소 : 한국관

혼례비용

사진촬영 ·
헤어 · 메이크업

장소세팅, 혼례복 대여
혼례청, 전안청세팅 

양반가 : 180만원
충현서원 : 250만원~ 

별도문의-

내용구분 가격

한국관 피로연 메뉴

해물파전 (또는 김치전) 10,000원 (4인 한접시)

버섯 불고기 15,000원 (4인 한접시) 육회 (300g) 20,000원 (4인 한접시)

소꼬리찜 25,000원 (4인 한접시) 꽃등심 통구이 (4kg) 400,000원 (30인 기준) 

갈비탕, 편육, 떡 등

50,000원

갈비탕, 육회, 새우찜, 떡 등

65,000원

잔치 국수 3,000원 (1인)

전복갈비탕, 육회, 편육, 새우찜. 연어샐러드, LA갈비, 떡 등

80,000원 

추가
메뉴

백일홍

금낭화

무궁화

※ 추가메뉴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음/주류는 별도입니다.
※ 반드시 식사 예약이 되어야만 혼례식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평일은 하객수 30명이상 가능합니다.

(입장료 포함 금액)

※ 추가 옵션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충현서원 혼례 스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