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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덕동원입니다
덕동원영농조합법인 (대표 안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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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입구에서 위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나무 간판으로 먼저
맞이하는 덕동원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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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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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을 넘어 마당에 들어서면 자연과 인간의 손맛이 함께
시간을 나는 항아리들이 반짝, 보물처럼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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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원의 다양한 상품들. 그녀의 아이디어는
시골마을 생활을 통한 삶을 통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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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원영농조합법인 안녕하세요? 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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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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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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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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동원영농조합법인 안녕하세요? 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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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라서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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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후실에서 만난 차 (대표 김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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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박자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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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국화밭에
는 노란 가을볕이
한창이었다. 뭉게
뭉게 피어난 꽃구
름 속에서 마음이
절로 넘실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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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후실에서 만난 차 지구라서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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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에서 어머니 몇 분이 꽃 따는 것을 도와주러 오셨다. 근방 꽃구름엔 함안 어머니들의
웃음소리와 똑똑 꽃 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ㄭㅁἮ⾹⬅㘑⾹ᳩ㽅᠙⾞ㄭㅝ⾝᭢㘑〩䀶㘑⍥᠙⛡ㄥ≅㘑⍥⎵ỉㅝ⇙១ᬩ

ᛉ㽑ᣁ㘤ㅷㄭᴿᱽⳅᗭᶭㅱᛉἙℤ㽅㘑⍥᪁ᯭ⾝⎱ⳅᶭⅩᶭⅩㅝ⽥᠙᪁ᯭᱽ
ⳅᗭᶭㅱ㽑ᣁ⪝᠙ἵ┡⾹᪁Ⰱㅱᱽ┝Ⰱ㽅ⳅᗭọ

゙⎕ᗩ㎩⾹㽑ᣁ⪝⼭⬅ㇾ⎹㽲ㅝ

ㅁ㘤ㅷ⾹ᳩ㽅᪑⍡⽉ㇾㄥ≅㘑⍥㍹᠙㎩⼳ᱽ⪕ⅵọᶭⱦᙵㇺ៥㽉Ⰱㅱᱽ⟽⇵
ἒ㘑⍥⎵ọ᠙ⳅㅺ㽱ᛉ១ᚙᛥᛥㇺ⒒㽅⏍䀽䀶㘑⏍〩ㇺ⒒㽅ㄉㅹ䀶㘑⦵
⎕〩ㇺ⒒㽅⠭㲡䀶ㅹᗩ㪭⫆㽱ㅺᬭ⎹❩㬙ᱽĎ㽁⋑ࣀ㘑ďⅥᱽㅝ⍭ㄥ≅㳙☚㘑ᗩ
㪭⫆㽱Ď㽁⋑ࣀ㘑ďᱽ⛝⎕Ⰵᛥ䀽ㄉㅹ⍥⟽⇵ἒ㽅㘑≅⛝⎕Ⰵ⾹⬅ᱹᣝ㎩ᱽ
ㄩ㹴⏄ㄭ䀽ㅁ᳕㏆㎩៥㽅⏄ㅝㆊ⼭㋥ᛉㄉㅹㅁ㾎ㅝㄩㄩ㽁ᙵ㵥㎩ᱽ㘑ᯭ
ỉ㽑ᣁ᪁ᯭᛉⳟㄩ᠙❭㉴ㄩ㘑
⪕ⅵㅝ⎵᪁ᛉⳟㄭἵĎ㘑㽅ㅽ㽁ㅹďᱽ⎹㚁⇥㉴ㄩ㼺ᚭᗩ⾯
㘤ㅽ⾹㘙ⅺㅝᱽἙℤ㽅㘑ᘂㅝᬁ㡁㎩ᶭ❩㉚㽁㎩ᶭ⼳ᙵᗩỆ㘕⎱ㄵㄭ᳝⼭
᠙⾹ᗩㆎ㉴ㄩ⎹១ↁ⬅゙⎕ㅁ⎵᪑ㄩ゙ㅝ⼭Ჱ

모후실에서 만난 차 지구라서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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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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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이야기
구산양반쌀엿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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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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Ἦㅝⱕᱽ㎩៱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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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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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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크레파스로 쓱쓱 그려 내려간 꿈의 장독대
황가네 장서방 (대표 황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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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집 뒤편에 카페처럼 보이는 집이 나타난다. 그녀
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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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䅙㣝㻑㬙䀽⎵⛝ᗩ㯝៥㽅㞅㯝៥ㄭロ㽝☁Ộ㽁ᙵ㘑∍ㅮᱽ〠ㄩ⡄ㄭ☄
ㄥ⪲ㅝ◽ↁ⒤ㅮᙵḁᲱ〠ㄭḹᱽᛜㄩᤖ⾝Ṋᙵ⎵ọ⾝⽥㽁ᛉⱦᙵⱱ㵥⾹⬅

⬅ァ⾹⬅⪝ᗩ⾝␡Ჱㅁ㡅ㇾㅡㅝᛜⰅ㚅㋥⼽ᝪᗪ⎱ㄭ≅ឩ᭶㽅㎩♵ⵑᬭㅝ

⪕␢ㄭⰁㅱᱽ␢ㄭᙙ⎕ᱽ㽰⡄ㄭ㼥㽁ᛉᙝ㉙㽁ᛉ⬅ᲁ㽅ᛜ⾹ḹⅥ㽅ᶭⳅ⾹ㅱ

ḁ⾝ᗩᱽ១ᬩᱽᬭᶭ⾹ⳍ㴑㽅⫆ᗪ㽁ᛉ㥒ᗩ⎱Ჱ⍥ㆎㄭ᳝ᗽᱽᵙ១

ᱽᙬọㄩ㽰⡄ㄭㅮᱽ♾ᶭ១⎕㽁⿕⡄ᠽㄭ⪝⎕ᱽᙬ⾹ᶭ】㮞⬅㰕⍝

ᙵᳩ◾ㅝ᪕᳑⬅ァ㮉◾ㅝㅡ១ᬩᗩ⽥┝㎩ᙵ᳝ᗩᱽ⭹ᩆ⾹ᱽ⮊⾹⪕ⳅᱽ
㽉␡Ჱ≅❩㬙㡅ㇾ⾝␡Ჱㅁᳩ≅㽝∍」ᱽ⭹⏄ㅝᠬọ⿕ㅱ

황가네 장서방 크레파스로 쓱쓱 그려 내려간 꿈의 장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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១ᬩㅁ㪪ソ㽅ㆎ⏄ㅁ⠭♾ㄩ┝㉙ᙝ⼱㏅ᙵ᳝១ᱽᙬㅝⅥᛉ㽱

ᆟಋመເಠ༗༗ੵಓଗစௌண

㽖⼭⎕⾹᳝ᗩㆎㄭ᳝១᠙ἵ┡⾹Ⰱ❭ㅝ⡉㎩★䂑ᗩḁᱽᙬㅝⅥㅝㆎㅝⅥᛉ

䁒ᗩᬍㆎ⬅☒ㅁ⎱㩕ᱽ☆ㄩ䁒㮉

㽁ᱽᙬㅝ៱᭶ᶭᗩ⏇⼭⽥㏅㎩⼳ᛉⱕ㎩⼳⼭⏄ㅝ⏇㞙㎩ᱽᙬㅡᵙ᪑㾎ㅝⅥⰁ

⡄㩕⇱㳵ⲍ≅⻚⻚១∍∍ᗭㆎᶮ

❭㎆★ㅝ⡑Ⅵ★䂑ᗩ៱☒ḁ᠙ἵ┡⾹ᚭㇱㅁ】ᶭ⾹ἙⅥ៱ㅁ᭶ᶭ⍥⏇㝽ᱽᙬ

ᳩ១⎥ㅝ១ᬩᗩ㎪ㇺ១∡ᛉ㽱

ㅝᗩㆎ㋺ぽ㽁᳑

ỽㅹㅡ䁵⪕⾹⬅ᱽ㛵ⲍ⇦ᛉ㽱
㎩⎵ㅝ⎱㩕㽁᪁≅ᬭᗭㅥ〽

㽝ᗩ㎩᪉Ⰱ≆ㇹㇹ⡄ㅝℑᙙサ㈡㮞ㆎ⍁ᱽㅹㅁ⡄ᠽㄭἙⅥ⚩㽁᠙ἵ┡⾹

Ďᦱㄩㅝ⋑⾝㎭ᱽ⎹ㅝᜅ䅱ㅱᱽ

㽖⼭⎕៱㥒Ớㅁ⇱ⳅ㼥ᗩㅱ⾝ᶭ⏍㽝ㇾ᳞ㅝ⾯㘦┡◿ㆎᶮㅝ㔲ᲁ⾝⬅ᗩ

ᙵ⼭Ჱ⿱ぽᦱㄩㅝ⋑⾝㎺ᲱďⅥᛉ

ㄭ⡄ㄭ☄ᛉㅱ⾱䅕ᶭ〕㽝ᗩㄭ⡄ㄥ≅⭶⾹㹱ㄩㆎọㅝ᭡ↀᛉ⡑ᗭ⡄ᠽ≅┥

᳢᳢䅱⎹㽁ᱽ១ᬩᱽ㩕⇱㳵ⲍ≅ㆎ

ọ⾝ᗩᚉ㎩

ᶮᳩ⍥១∍∍ᗩĎḅㆎᶭ⪕ďᗩ
장독들이 쭉 늘어서 있다. 너희들도 올해 가을빛으로
속에 품은 장들이 노랗고 빨간 빛깔로 물들어 가겠지.

ḁᱽᦱㄭ᧑ᬭ☙゙ᛉᬭㅝ䂭❩㬙ᶱ♵ㅹᱽ⫆ᗪㄥ≅ᚭ⭶㽝⬅㽝᪁ᗭᛞ❩
ᗩ⾝ᱹᵐᬭ㏡⾹ㇺ⾝ỉ⬆⪕◾⪕㽝⬅ㄊᛩㄭ㘑⎕ᛉⳟᛉ㽱
㉮㉮⪕ⅵọㅝㆎ⬅☒ㄩ⾝ỽㅱ᪹ᛉ១ᬩ⾹ᙵ┤ᱽ᳑១ᬩᱽガㄥᳩ᳞㽅
Ďㆎ⬅☒ㄩㆎᶮᳩ⾹⬅ㆎ㎩㪍ᛉㅱ⾝ぽď
១ᬩㅁᦱᶭ㩕⇱㳵ⲍ≅⻚⻚១∍᪡១ᬩㅁㆎᶮᳩ㚁⇥ᗩㄭ⡄ㄭㅮ⾝㈅⡄ᠽ≅
┥ọ⾝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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