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속마을 구경은 
지루하다? 
모르시는 말씀!

따분하고 지루한 민속마을 구경은 가라! 재미있는 놀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가 풍부한 민속마을부터 옛 거리의 특징만을 모아 놓은 작은 전시회까지, 조금

만 살펴보면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옛 마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옛 마을을 구경하다 보면 추억과 공감을 쌓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점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예안 이 씨의 집성촌인 외암민속마을은 조선시대 충청도의 가옥과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다. 산자락을 끼고 5km의 아담한 돌담길을 따라 20채의 기와집과 30

채의 초가집 등 전통가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두어 시간 걸으며 구경

하기에 좋다. 

양반가옥과 상민가옥이 적절히 섞여 있는 모습과 인근 설화산 계곡

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 등이 흥미롭고,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고

추장, 된장, 장아찌, 조청, 한과 등을 맛보고 소소히 구매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최근에는 외암민속마을 내의 민박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어 체험을 원하는 가족과 단체의 방문이 잦다. 넓은 마당과 낮은 

돌담이 있는 초가집 또는 기와집에서의 하룻밤은 현대식 호텔에서의 

밤과는 또 다른 추억이 된다.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주소: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9번길 13-2 

홈페이지: http://체험마을.한국/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홈페이지: www.koreanfolk.co.kr

외암민속마을

대한민국 대표 민속마을인 한국민속촌은 최근 계절별로 다양한 놀거

리를 마련해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인

기를 끌고 있다. 30여만 평의 배산임수 지형 공간에 조선시대 각 지방의 

전통가옥과 생활문화 시설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았고, 그 사이 사이에 

전시관, 전통예술 공연마당, 놀이마을, 먹을거리/살거리 장터, 유스호스

텔 등을 조화롭게 갖췄다. 옛 마을을 구경하다 들러 평상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먹다 보면 진짜로 과거로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줄타기, 마상무예, 농악놀이 공연이 상시 진행되고 실제 전통혼례 장

면을 구경할 수도 있다. 그 외에 나룻배 뱃사공이 되어 강을 유람해 볼 

수도 있고, 천염 염색을 해볼 수도 있으며, 마상무예단과 함께 말을 타볼 

수도 있다. 또 한 구석에 마련된 이벤트마당에서는 어린 시절 장난꾸러기

들이 즐겨하던 남의 집 초인종 누르기 코너 등도 마련돼 있어 하루 종일 

남녀노소가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국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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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
박물관

서울 종로 국립민속박물관 ‘추억의 거리’

주소: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홈페이지: www.nfm.go.kr

국립민속박물관은 한민족의 전통 생활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

도록 해놓은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박물관이다. 이 박물관 동쪽 야외에

는 웃음소리와 사진 촬영이 끊이질 않는 ‘추억의 거리’가 있다. 

1960~70년대 근현대기의 다방, 식당, 만화방, 레코드점, 이발소, 양

장점, 사진관 등 요즘은 구경할 수 없는, 촌스러움이 물씬 풍기지만 동

시에 정감도 듬뿍 느껴지는 상점들을 다양하게 재현해 놓았다. 만화방

에 붙어 있는 책 표지와 다방의 메뉴판 등까지 세심하게 구경해보는 재

미가 있다. 어린이들은 생소한 놀이인 굴렁쇠 굴리기와 물 펌프질하기 

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소: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75 

홈페이지: http://sunsa.gangdong.go.kr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한강 유역 최대의 집단 

취락지를 발굴해 보존·재현해 놓은 곳이다. 

야외 움집과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책

에서만 보던 빗살무늬 토기를 직접 보고 움집 

내부에도 들어가 보는 재미가 있다. 

문화해설사가 선사시대의 생활과 유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아는 내용보다 새

로운 내용이 많기 십상이다. 빗살무늬 토기 만

들기, 움집 만들기, 대나무 활 만들기 등 어린

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고, 계절마다는 원시인 여름 즐기기, 어로 

체험(고기 잡기), 선사인의 겨울나기 등 특징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그 외에 대표적인 한국의 민속마을로는 강

원도 고성 왕곡마을, 제주 성읍마을, 경주 양

동마을,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안동 하회마

을 등이 있다. 지역마다의 차이점을 찾아가며 

여행해 보면 좋은 학습과 추억의 장이 될 것

이다.  

선사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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