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전한 쉼과 먹거리, 생생한 자연
(홍천푸드 안심체험)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홍천 특산물을 이용한 특별한 음식 및 우리 술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막

∙ 위치: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281-3

∙ 운영시간: 매일 09:00~20:00 

∙ 체험가능 프로그램: 발효식품을 활용한 홍천 미식 전통주/안주/음식 체험, 전문직업교육 및
생활 발효 교실

∙ 홈페이지: midamwinery.modoo.at

미담 양조장(미담 酒)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홍천 지역의 기존 술 컨텐츠에 농부들이 만드는 수제 맥주 이야기를 보태고자 만들어진 감성
농부의 홍천 수제맥주 브루어리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 운영시간: 매일 09:00~20:00 

∙ 체험가능 프로그램: 수제맥주 시음, 수제맥주 만들기, 산마늘 김치 담그기

∙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nongddam

맥주학교 농담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잊혀 가는 음식들을 재현하여 재래식 자연식 음식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장 생산업체. 메주 만들기에서 장 가르기까지 또 그 장을 이용해 간편식 인 강
된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음

∙ 위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백이동길 431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장담기 체험(3~5월), 강된장 만들기 체험(5~11월), 전통 단무지 만들기
체험 (11월),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상시)

∙ 홈페이지: http://102dongol.co.kr/

백이동골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마을분들이 직접 요리하는 마을공동체 식당으로, 콩 및 주요 식재료는 모두 마을에
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곳.  띄운 비지, 막장 등 을 활용한 홍천 특유의 향토음식 맛 경
험을 할 수 있음

∙ 위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팔봉산로 1317

∙ 마을식당 운영시간: 오전10시 ~ 오후 8시(매주 화요일 휴무)

∙ 체험가능 프로그램: 개별체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 체험 신청 시 두부만들기, 막장만들기 체험 가능함

∙ 홈페이지: http://kongmaeul.com

구만리 콩마을(밥집찾아 구만리)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캘리그라피 작가와 꽃차 소믈리에가 운영하는 한국문화 체험 펜션으로, 캘리그라피, 
꽃차, 다식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펜션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도롱골길 195-19

∙ 객실 예약: 입실 15:00, 퇴실 12:00 (체험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2시-6시)

∙ 체험가능 프로그램: 떡케잌 만들기, 연잎밥 체험, 다식 만들기, 티파티(10인 이상), 
화관 만들, 웨딩 소품 대여, 캘리그라피, 산책 걷기 명상, 꽃차시음 체험

∙ 홈페이지: http://www.happyforest.co.kr/

행복한 숲 펜션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자연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곳으로, 아이들이 홍천강의 푸른 숲과 흙내음을 느끼고 함
께 자연에게 삶을 배우는 농촌교육농장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191-5

∙ 체험가능 프로그램: 4계절 생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매년 2월 초등·유치원 대상 단체계약으
로 1년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jin2000soo

풀잎이슬 농장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출판업에 종사하다 은퇴 후 노후에 강원도에 살고 싶어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와 만든 곳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발효식품을 추구하는 천연발효전문 마을기업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117-4

∙ 체험가능 프로그램: 식초, 전통주 등 전통발효식품 이론 및 시음(2시간 일정)(사전 문의)

∙ 홈페이지: http://www.mamasfarm.co.kr/index.html

마마스팜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하미토미의 뜻은 하늘이 전해준 맛, 땅이 보내준 맛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자연에 순
응하며 구수한 나눔의 향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마을 조합원이 생산한 콩과 고추를 가공
해 된장, 간장, 고추장을 생산하는 곳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862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강된장 만들기 체험(1회 2시간, 3만원)

∙ 홈페이지: http://hmtm.co.kr/ko/

하미토미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정말 좋은 품질의 맥주를 잘 만들어 깨끗하게 공급하겠다는 마음
으로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맥주 브루어리

∙ 위치: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136-5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브라이트바흐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맥주를 이용한 이론 및 시음 교육
(1회 2시간, 3.3만원)

∙ 홈페이지: http://www.breitbach.co.kr

브라이트바흐 브루어리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이곳에서 직접 농사 지은 쌀로 떡을 만드는 체험교육 및 구입할 수 있는 농촌교육청 지
정 농촌교육농장

∙ 위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342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벼농사 프로젝트, 가족 논 만들기, 떡 제조사 진로직업체험, 
계절에 따른 떡 만들기 등

∙ 홈페이지: https://www.tteokfarm.com

홍천떡팜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둑과 강이 있는 대평마을과 당나귀를 연결하여 마을 활성화를 하고자 마을 사람
들이 함께 만든, 당나귀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기업

∙ 위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1415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기본체험, 당나귀 승나 체험, 만들기 체험, 승나+만들기체험

∙ 홈페이지: http://www.donkeyvillage.kr/

동키마을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산야초나 자연에서 체취한 식재료를 이용한 자연음식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치유농장
∙ 위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27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자연속의 흙 집 및 인근 숲속에서 치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체험 가능
(자연물을 이용한 시골체험, 숲속 명상 및 트레킹 코스 등)

∙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heajk01

흙집치유동산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삼면에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한의사가 만드는
지역 특산주 전문 업체

∙ 위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231

∙ 체험가능 프로그램: 단양주 빚기 체험, 단양주 시음 체험이 있으며, 현재 코로나로 유동
적으로 운영되어 사전 문의 필요

∙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ansoosool

산수 양조장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2000년 초반 마을에서 녹색농촌사업으로 받은 시상금으로 부지를 구입하여 야영장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326-1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사전 예약 숙박객에 한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악기박물관, 트랙터 마차타기, 계곡 물놀이, 투명카누 타기, 
농산물 따기 체험, 장래삼 캐기 체험 등)

∙ 홈페이지: https://yongoreum.modoo.at/

용오름 체험휴양마을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농업은 풍경’이라는 개념으로 경관농업으로 꾸민 약 6천평의 농원에서 자유롭게 쉬며
나를 찾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치유농원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1175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사전 예약자에 한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제도장 만들기,  수목장 체험 등)

∙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dreamjk3

하이디 치유농원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짚풀공예 체험 공방으로, 강원도 자연재료(오죽, 갈대꽃, 부들, 자작나무 등)을 이용
하여 섬세하고 세련된 생활용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280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빗자루 만들기, 밀납초 만들기, 수세미 꿀비누 만들기 등

∙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bargn_/

밝은공방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블루베리 체험농장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공기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11종을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음. 빛돌바람 Farm lounge에서는 농장에서 생산된
가공품을 체험할 수 있음(블루베리 잼, 잎차, 발효액, 식초 등)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1301-5

∙ 체험가능 프로그램: 블루베리 수확 체험(7월 중순부터 시작), 블루배리 재배 체험, 
블루베리 잎차 만들기

∙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bitdolbaram_official/

빛돌바람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도시에서 귀농한 부부가 운영하는 홍천 행치령 정상에 있는 숲속의 정원으로 워크
숍, 숙박, 캠핑, 스몰웨딩이 가능한 곳

∙ 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산1289-5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1박2일 숙박체험, 자연재료를 이용한 리스 만들기

∙ 홈페이지: http://www.hcmunemi.com/

무네미 농장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발효를 주제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발효식품
을 제품화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 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543-4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발효식초 체험, 식초 마리아주 테이블, 갈릭홀릭, 막걸리/와인 담기, 
보리고추장 만들기, 막장담기 등

∙ 홈페이지: https://neulwonfarm.modoo.at/

늘원농원



올여름 가볼만한 홍천 체험
20곳

홍캉스!

♧ 넓고 푸른 자연에 둘러싸인 강원도 홍천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한국형 와이너리로 포도에서 와인으로 시간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곳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29

∙ 운영시간: 연중

∙ 체험가능 프로그램: 와인시음 체험, 샹그리아 만들기 체험+와인 시음, 뱅쇼만들기 체험
와인 시음, 핑거푸드(카나페) 만들기+와인 시음, 와인 다이닝 체험 등

∙ 홈페이지: http://www.neobeunaewine.com/

샤또나드리



홍천푸드를 만날 수 있는 곳!

♧ 홍천한우 사랑말 * 사회적 기업

∙ 위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0

∙ 사랑말 한우 직매장 운영시간: 09:00~20:30

∙ 홈페이지: https://www.sarangmalhanwoo.com

∙ 판매제품: 사랑말(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북방리, 화동리의 5개 마을을 포괄하는 권역)에

서 키운 고품질의 한우, 홍천 로컬푸드, 한우 정육식당, 카페

♧ 홍천로컬푸드센터
∙ 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19 

∙ 영업시간: 09:00~21:00(매주 금-토 직거래장터 운영)

∙ 판매제품: 홍천지역 농가가 직접 생산하고 검정된 농산물 및 가공품, 한우, 한돈 등

∙ 연락처: 033-436-4013



♧ 서울양양선 홍천휴게소 홍천로컬푸드 행복장터

∙ 위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220-10

∙ 영업시간: 10:00-19:00(연중 무휴)

∙ 판매제품: 홍천지역에서 생산된 야채류, 건나물, 가공식품 등

∙ 연락처 : 070-4194-0055

♧ 서울 강남역사매장 강원싹쓰리마트 내 홍천로컬푸드 코너

∙ 위치: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7호선 지하 2층

∙ 영업시간: 09:00-19:00(토, 일요일 휴무)

∙ 판매제품: 6년근 홍천 인삼, 강원 6차산업 인증제품, 홍천사랑말

한우, 홍천잣, 수제 강정, 전통주 등 다양한 농∙특산물

홍천푸드를 만날 수 있는 곳!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