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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입구에서 위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나무 간판으로 먼저 
맞이하는 덕동원이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덕동원입니다
덕동원영농조합법인 (대표 안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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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지역 식재료로 만든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농촌

형 외식 공간 ‘농가 맛집 덕동원’은 ‘자연 한 그릇’이라는 컨셉으로 청정지역에서 생

산되는 산야초와 순천지역 특산물인 대갱이 등을 맛볼 수 있으며 농촌생활을 체험

해 볼 수 있다. (예약필수)

주      소   순천시 송광면 덕동길 70  

주요품목   돼지감자(뚱딴지) 요리 및 효소 농산물 가공품 개발, 농가 맛집 시골밥상

프로그램   순천시 귀농귀촌 체험학교, 코레일과 함께 농촌체험 팸투어 운영   

연  락  처   061-755-0009



대문을 넘어 마당에 들어서면 자연과 인간의 손맛이 함께 
시간을 나는 항아리들이 반짝, 보물처럼 빛난다.

덕동원의 다양한 상품들. 그녀의 아이디어는 
시골마을 생활을 통한 삶을 통해 완성되었다.

06 07덕동원영농조합법인  안녕하세요? 덕동원입니다



08덕동원영농조합법인  안녕하세요? 덕동원입니다

‘모후실’은 왕의 어머니를 모신 곳 이라는 뜻의 마을의 옛 이름으로 이를 통해 귀한 

사람이 있었던 곳 이라는 의미와 귀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차를 대접하겠

다는 의지를 담았다. 찻잎·꽃잎 따기, 차 만들기, 다과와 함께 시음 하는 프로그램

을 통해 차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직접 배우고 체험한다.

주      소   순천시 송광명 후곡안길 154(후곡리 374)  

주요품목   녹차, 홍차, 꽃차, 블렌딩차 등 각종 차류

프로그램   꽃차 만들기 체험

연  락  처   061-755-3557



지구라서 정말 다행이다
모후실에서 만난 차 (대표 김경자)

그녀의 국화밭에
는 노란 가을볕이 
한창이었다. 뭉게
뭉게 피어난 꽃구
름 속에서 마음이 
절로 넘실댔다.

분주하게 꽃 따는 손길에 똑똑 
소리가 박자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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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에서 어머니 몇 분이 꽃 따는 것을 도와주러 오셨다. 근방 꽃구름엔 함안 어머니들의  
웃음소리와 똑똑 꽃 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녀는 녹차와 홍차를 기본으로 
차를 만든다. 차를 즐기지 않는 사
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블렌
딩 차를 만들기 시작해 어느덧 그 
종류가 30여가지가 넘어 간다.

12 13모후실에서 만난 차  지구라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엄마 이야기
구산양반쌀엿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순옥)

겨울까지 조청을 만드는 시기이라 차곡차곡 빽
빽하게 나무 땔감이 쌓여 있었다. 인간과 땅이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른 듯 닮았다.

14 15

구산마을은 400년 전통의 엿 고는 마을로 예부터 시제가 있을 때면 집집마다 엿을 

고고 조청을 만들어 왔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구산양반쌀엿의 맛과 멋을 이어받

아 영농조합을 꾸려 그 맥을 전하고 있다.

주      소   순천시 주암면 구산강변길 132

주요품목   엿, 조청, 한과

프로그램   한과, 5분고추장 등 전통 음식 체험교육, 한옥 체험 및 민박

연  락  처   061-754-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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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배한 콩, 자연에서 얻어진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맛으로 승부한 발

효 상품들을 손으로 담가 판매 한다.

주      소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화평마을 155번지 

주요품목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절임배추, 매실장아찌 

프로그램   장류(된장, 고추장) 체험 및 교육

연  락  처   061-755-8062

구산양반쌀엿영농조합법인  우리 엄마 이야기



크레파스로 쓱쓱 그려 내려간 꿈의 장독대
황가네 장서방 (대표 황미경)

길가 집 뒤편에 카페처럼 보이는 집이 나타난다. 그녀
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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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들이 쭉 늘어서 있다. 너희들도 올해 가을빛으로 
속에 품은 장들이 노랗고 빨간 빛깔로 물들어 가겠지.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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