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깊은 산속 수수한 너와마을 이야기 너와마을 & 너와집 너와마을 특산물

너와마을은 태백산맥 자락인 육

백산(해발 1,244m)에 위치한 산간

오지마을로서 행정주소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입니다. 먼 옛

날부터 화전민이 모여 살며 마을

을 이루었기에 두메산골의 수수한 

정과 고향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

는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끌로너와 머루와인, 머루와인 발효초

야생에서 자생한 머루를 개량하여 자연 유기

농법으로 재배해 친환경 인증받은 고품질 와

인(발효초)입니다. 전통 오지 항아리에서 자

연 발효시키고, 굴 속과 같은 환경에서 저장 

보관되고 있는 100% 순도의 고급와인(와인

식초)으로 너와마을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육백산 둥굴레

무농약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5년 

이상된 둥굴레를 캔 즉시 가공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뛰어납니다. 

한 살림(유기농 전문업체)에 인증

받아 납품하는 청정 자연건강식품. 

산나물

육백산, 사금산 고산지대의 정기를 

머금은 천연 무공해 산나물. 

곤드레, 고사리, 곰취, 두릅 등 산야

의 어린 순을 따다 말린 연하고 맛있

는 묵나물.

신리 모두부

200년 이상된 옛날 너와집 

부엌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

로 만드는 전통 가마솥 두부 .

※ 체험 및 주문 가능

깨끗한 자연과 지방 주요민속

자료 제33호,35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는 너와집들, 

원형 그대로의 물레방아, 통방

아, 디딜방아, 출렁다리 등 마을 

곳곳에서 옛 산골 화전민들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은 한마음으

로 너와로 펜션을 짓고, 식당 및 

농촌체험 등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집은 깊은 산속에서 볼 수 있는 화전민 전통가옥입니다. 
아름드리 두꺼운 적송(赤松)을 도끼로 쪼개 널을 만들고, 이것을 
서로 잇대어 기와처럼 지붕을 이었으며(너와), 용마루엔 굴참나
무 껍질인 굴피를 덮어 비가 새는 것을 막았습니다. 집안에 외양
간을 두고, 불씨 저장시설인 화티와 방 안쪽엔 황토로 만든 조명
시설이자 간이 벽난로인 코클이 있는 것이 너와집의 특징입니다.

코클중요민속자료33호
너와집 강봉문가옥

중요민속자료33호
너와집 김진호가옥

Neowa Backcountry Village Speacial Products 



4계절 농촌체험

봄 산나물캐기, 야생화 관
찰하기, 굴피추억만들

기, 인절미만들기, 경운기마
을관광, 두부만들기.

여름 천렵놀이, 맨손 송
어잡기, 천연염색, 천

연비누만들기, 캠프파이어

가을 농사수확체험(머루따
기 등), 나무곤충 만들기, 

민속놀이, 천연염색,삼굿구이

겨울 두부만들기, 설피만
들기, 썰매타기, 경운기

마을관광 

Eco Tourism

너와마을 관광 안내도
Tourism Map

오시는 길 Directions to the Neowa Village

팬션안내 Pension Information

객실 타입 평일 주말(금,토) 성수기(7,8월)

4인실 (육백산장, 사금산장, 

물레방아, 디딜방아)
70,000 80,000 90,000

6인실 (통방아) 80,000 90,000 100,000

12인실 (너와 팔각정) 140,000 160,000 190,000

16인실 (너와 시골집) 250,000 250,000 250,000

◆ 시설: 온돌 원룸, 욕실, 싱크대, 기본 식기류, tv, 야외탁자, 야외 바비큐 
◆ 총 80~100명 수용 가능 

구분 오시는 방법(대중교통)

버스

삼척
(50분 소요)

시외버스 터미널(08:20, 15:40) → 너와마을
너와마을(09:20, 17:00) → 삼척 시외버스 터미널

태백

(20분 소요)

태백터미널(08:30, 13:00, 16:00, 19:00 → 너와마을

너와마을(08:00, 10:40, 15:20, 17:45) → 태백터미널

기차
태백역 하차 -> 태백터미널 또는 택시 이용

도계역 하차 -> 택시 이용(약 16,000원)

◆ 마을식당 상차림

마을에서 자란 산나물로 만든 산채비빔밥

몽글몽글 입안가득 순두부 초국

마을에서 생산된 콩으로 만든 청국장

직접 손으로 밀어 만든 산촌 칼국수

생 감자로 즉석에서 갈아 만든 감자전

매콤 얼큰 술안주로 닭볶음탕

오가피와 삼의 조화 영양보충 닭백숙

옻으로 건강과 기력 회복 옻백숙

여름철 별미 곤드레 막국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1113
(구주소)  삼척시 도계읍 신리 221
사무실: 033-552-1659 (체험, 숙박) 
핸드폰: 010-8942-5967
식   당: 033-552-5967
팩   스: 033-552-5964
홈페이지 http://neowa.invil.org
포탈사이트에서 ‘너와마을’검색  

추억놀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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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백산장/사금산장

물레방아산장/디딜방아산장 통방아산장

팔각정산장

너와집(시골집)

주차장

구름다리
연못

↑
출입구

① 너와마을 식당

② 농산물판매장

③ 펜션 10평(4인 기준)

④ 펜션 12평(6인 기준)

⑤ 펜션 20평(12인 기준)

⑥ 시골집(1박2일 촬영지)

⑦ 체험장

⑧ 야외 체험장

⑨ 회관

⑩ 마을정보센터&화전민생활도구전시장

⑪ 머루발사믹 식초가공공장

너와마을 체험장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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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마을 팬션식당
마을정보센터

운동장

← 도계·태백방향 호산·울진방향 →427
국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