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사계절 아름다운 민속마을

전통문화의 흥겨움이
바로 여기에

서울에서 30분,
365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곳

한국민속촌만의 특별한
오감만족 전통문화체험!

조상들의 발자취,
사계절 민속문화를 엿보다

사극촬영 = 한국민속촌
한류문화관광지의 중심지!

12지신 캐릭터와 함께 즐기는
새로운 놀이마을

30여만 평의 배산임수 지형에 자리한 한국민속촌은 각 지방의 실물가옥 270여채를 이건 및 복원해 

조성한 조선시대의 촌락입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의 풍경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진짜 조선시대 마을

에서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를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자

체가 함께 만드는 [열린 관광지]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여행

지입니다. 장애인(지체,시각, 청각),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어려움 없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멋과 흥겨움이 가득한 한국민속촌의 전통예술공연은 전통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속과 생활양식을 전시한 전통민속관을 비롯해 5대양 6대주에서 수집한 3,000여

점의 민속유물들을 전시한 세계민속관, 전통 탈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탈춤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관의 관람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역사와 민속문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금(2003), 왕과나(2007), 성균관스캔들(2010),  동이(2010), 해를 품은 달(2012), 광해

(2012), 관상(2013), 별에서 온 그대(2014)등 인기 사극드라마와 영화의 주요 촬영지였던 한국민

속촌은 한류문화관광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극 체험과 스타이벤트로 사극의 명장면을 

생생하게 체험해보세요.

때론 신나고, 때론 스릴 넘치는 놀이마을에 찾아온 NEW 어트랙션! 

드롭앤트위스트, 크레이지 래프트, 바운스 스핀! 12지수호대와 함께 짜릿한 즐거움에 빠져보세요!

민속마당 열린 관광지란? 공연마당 안내마당체험마당 

전시마당 사극마당 놀이마당

전통공예 · 특별체험(유료)

생활문화체험  

생활풍경 ㅣ 연자방아, 디딜방아, 명주실뽑기, 다듬이질하기, 괴나리봇짐 메기 등

관아풍경 ㅣ 관아 형구체험, 옥사 체험 등

민속놀이 ㅣ 투호놀이, 그네타기, 윷놀이, 줄넘기 등 

시연감상 ㅣ 짚신공방, 담뱃대공방, 부채공방, 대장간, 유기공방, 죽기공방 등

 부채만들기 체험    전통염색체험    연자방아     

· 상기 체험은 날씨 및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승마 체험, 나룻배 타기 체험, 전통 염색 체험, 탈 만들기 체험, 

단소 만들기 체험, 옹기 만들기 체험, 목공예 체험 등  

공연 관람시간

대중교통

셔틀버스

이용편의 정보

관람시간

(3 ~ 11월) 1회 2회 장소

농악놀이 10:30 14:00

공연장줄타기 월요일휴연 11:00 14:30

마상무예 11:30 15:00

전통혼례 12~2월휴연 12:00 16:00 양반가

(12 ~ 2월) 1회 2회

농악놀이 11:00 14:00

줄타기 월요일휴연 11:30 14:30

마상무예 12:00 15:00

 바운스 스핀    크레이지래프트    드롭앤트위스트

분당선(상갈역) ↔ 한국민속촌(5분소요), 수원역↔한국민속촌(40분 소요)

한국민속촌 셔틀버스 안내  031 288 0000

민속촌 관광안내소   ☎ 031 287 1332

(사)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용인시지회    ☎ 031 338 2235

(사)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 031 334 3457

(사) 경기도 농아인협회 용인시지부    ☎ 031 337 0991

· 주말, 공휴일 30분 연장되며, 폐장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단체 이용 손님은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명  : 한국민속촌(나곡마을)

강남역, 상갈역 출발 5001-1, 수원역, 상갈역 출발 37, 10-5

수지 죽전역 출발 30

버스 정류장명 : 민속촌 삼거리(삼정아파트)

강남역 출발 1560, 종로 출발 5500-1

· 상기 내용은 버스회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민속촌 삼거리는 민속촌에서 1.2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2월~4월 09:30 ~ 18:00 10월 09:30 ~ 18:00

5월~9월 09:30 ~ 18:30 11월~1월 09:30 ~ 17:30

2015년 [열린관광지]는 용인 한국민속촌,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대구 근

대골목, 경주 보문관광단지, 통영 한려 수도조망 

케이블카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인 한국민속촌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대구 근대골목

  경주 보문관광단지

  통영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열린관광지 안내 가이드

 농악놀이    줄타기    마상무예    전통혼례

· 상기 공연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시 농악공연은 사물놀이 공연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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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게실
오디오가이드 대여
유아휴게실
오디오가이드 대여

휠체어 이용 가능 공간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촌 안내도

숲과 강이 흐르고 따뜻한 이야기가 넘치는
조선시대의 평화로운 마을 속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상가마을

장터

놀이마을

민속마을

한국민속촌의 쉬운 여행, 행복한 서비스

일반시설

장애인 주차장
정문(대관문)

매표소, 단체상담실

유아휴게실

(의무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관광안내소

사무동

패밀리코스타

바이킹

뮤직익스프레스

회전목마

드롭앤트위스트

범퍼카

바운스스핀

순환열차,

레일로드핫도그

옹기공기(옹기체험)

남부지방농가

남부지방소농가

북부지방민가

북부지방민가(무명베틀)

남부지방대가

남부지방중농가(죽기공방)

중부지방민가(한약방)

쌍화탕, 십전대보탕

남부지방농가(목기공방)

남부지방소농가

중부지방중농가(명주실뽑기체험)

금련사

남부지방민가(점술집)

남부지방민가(초류공방)

남부지방농가

양반가(99칸)

내자원(사극촬영체험)

북부지방민가(악기공방)

마상무예공연장(승마체험)

탈전시관

나룻배체험장

관아

내삼문

물레방아

중부지방민가(짚신공방)

제주도민가

전통민속관

울릉도민가

선비집

서원

줄타기공연장

농악공연장

중부지방민가

남부지방민가(서당)

남부지방민가

중부지방민가

남부지방대가

효열문

중부지방농가

남부지방농가(천연연색체험)

중부지방민가(가마니짜기체험)

대장간

농기구전시장

유기·담뱃대공방

옹기생활관

옛날농방·부채공방

낙화집

너와집

굴피귀틀집

예절교육장

통방아

디딜방아

먹거리마당    객주집 · 묵집 · 떡집 · 빈대떡집 · 순대집 · 파전집 · 장국밥집

                    국수집 · 꼬치구이집 · 동동주집 · 엿집 · 기름집 · 장터찻집        

떡메치기  평일 12:20   주말 12:20, 16:20

· 날씨 및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트라이드

미니바이킹

드롭앤트위스트 미니

크레이지래프트

한국민속촌 귀신전

전설의고향·귀신店

4D입체영상관

전자게임장, 위니비니 

스티커포토샵

달콤아이스크림·커피

민속반점·보라카트

토이빌리지

세계민속관

컨벤션센터(강당)

유스호스텔

임실치즈피자

푸드빌리지

전통찻집(전통차, 커피)

농촌특산품매장

양반장

길목집

편의점

기념품판매장

한국관

민속주전부리

고향기념품매장

주차장기념품매장

휠체어 이동을 위해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최대 40대까지 주차됩니다.

장애인용 손잡이와 센서형 세정장치를 설치했으며, 

총 6개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표소 선반 높이를 낮추어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6석)를 

마련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배려한 10개의 

촉지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유아거치대 및 기저귀 교환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등받이 벤치를 설치하여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거치대 및 

장애인용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매표소

장애인 관람석

방향안내 표지판(촉지)

영유아 시설

쉼터

가족화장실

화장실

애견보관소

편의점

안내소

물품보관소

흡연구역

스마트폰충전

가족화장실

유모차 ·휠체어

수유실

음식점

오디오가이드 대여

공중전화

의무실

유아휴게실

기념품

음료

주차장

현금인출

전체 이용가능 부분 이용가능

열린관광지 주 관람 동선

이용 불가능

아름다운 전통가옥과 

사계절 풍경이 함께 하는 한국민속촌.

보다 쉽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배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