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이곳은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 
한국민속촌이라 하오. 

행색을 보아하니 그대는 시간여행자로구려. 
그렇다면 내 민속촌에 대해 조금 
귀띔을 해줄까 하는데. . .

어디 한 번 들어보시겠소? 

한국민속촌은 장애인 및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열린관광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화장실

관광안내소 오디오가이드대여

장애인주차장 

관아에 오면

곤장을 칠 것이야!

나 같이 마을 최고의 재력가만이

 양반가에서 살 수 있지!

상설 체험장

카페 다락방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거늘!국밥 한 그릇 하고 가시오~

어서와서 

민속촌만의 전통 공연을 즐기셔요~ 

짜릿하고 신나는 어트랙션이 가득한 
놀이마을에 놀러오세요!

12지수호대 호야·토리

눈썰매장(동계운영)

장터놀이마을상가마을 민속마을

*  한국관은 전통혼례 피로연 및 가족모임, 각종 단체 행사 예약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1  정문(대관문)

2  매표소, 단체상담실

3   유아휴게실, 의무실 
(유모차, 휠체어,  

오디오가이드 대여)

4  관광안내소 

5  사무동

먹거리

6  카페 다락방(전통차, 커피) 

9  길목집

12 한국관 

13 민속주전부리

살거리

7  농촌특산품매장 

10 민속편의점

11 기념1매장 

14 고향기념품매장 

15 주차기념품매장

*  떡메치기 체험은 날씨 및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체 예약 및 온돌방 완비    

장터안내 031) 288 2850 ~ 1

먹거리

객주집

묵집

떡집

빈대떡집

순대집

파전집

장국밥집

국수집

꼬치구이집

동동주집

엿집

기름집

마실거리

장터찻집

떡메치기 체험

평일(1회) 12:20  
주말(2회) 12:20, 16:20 

조선시대가옥

5  20 남부지방농가

6  13 남부지방소농가

7  8  북부지방민가  

9  44 남부지방대가

10 남부지방중농가

15 금련사(사찰)

18 남부지방민가(점술집)

19 41 42 남부지방민가

21 중부지방산촌민가

29 관아

30 내삼문  

31 물레방아

32 중부지방민가

33 제주도민가

35 울릉도민가

37 서원 

40 43 중부지방민가 

45 효열문

46 중부지방농가 

70 너와집

71 굴피귀틀집 

72 진도가옥 

86 통방아

87 디딜방아  

 

공연

22 양반가(전통혼례공연)

26 마상무예공연장(승마체험)

39  농악공연장 

전시

34 전통민속관

53 옹기생활관

공방·체험

4  옹기공방(옹기체험)

12 남부지방농가(목기공방)

14 중부지방중농가(명주실뽑기체험)

23 내자원(사극촬영체험)

25 북부지방민가(악기공방)

28 나룻배체험장

47 남부지방농가(천연염색체험)

49 중부지방민가(가마니짜기체험)

50 대장간

51 대나무·탈·짚신공방 

52 유기·담뱃대공방

54 옛날농방·부채공방

63 낙화집

73 예절교육장

마실거리

11 중부지방민가(한약방)

36 선비집(민향 - 전통차, 커피)

어트랙션

1  패밀리코스타(숲 사이로 급선회하는 롤러코스터)

2  바이킹(하늘을 날으는 거대한 해적선)

3  뮤직익스프레스(신나는 음악과 함께 빙글빙글)

4  회전목마(말을 탄 왕자와 공주가 되어보는 시간)

5  드롭앤트위스트(고공낙하 속에 아찔한 트위스트)

6  범퍼카(시간가는 줄 모르는 스릴만점 드라이빙)

7  바운스스핀(바람을 가르는 짜릿한 비행)

8  순환열차(꼬마기차를 타고 떠나는 순환여행)

9  보트라이드(통나무 배에 몸을 싣고 둥둥) 

10 미니바이킹(용기 있는 어린이들의 모험)

11 드롭앤트위스트미니(아이들도 즐기는 고공낙하)

13  한국민속촌 귀신전·전설의고향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100% 리얼한 한국의 호러)

14 4D입체영상관(흥미진진 생생한 4D영화)

27 눈썰매장(동계운영)

먹거리

8  레일로드핫도그

15 민속반점

17 달콤아이스크림·커피

18 테라스그린

19 해피팩·위니비니

26 푸드빌리지

살거리

13 귀신샵

21 토이빌리지

즐길거리

16 스티커포토샵

20 전자게임장

22 세계민속관

25 공기총 사격장

부대시설

23 컨벤션센터(강당)

24 유스호스텔

* 푸드빌리지는 전통혼례 피로연 및 학생 단체급식 예약 가능합니다

스낵팩토리

선비집 (민향)

줄타기공연장

놀이터

AED

전설의고향&귀신샵

장터주전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