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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당 ㅣ 소대헌·호연재 고택 ㅣ 대청호 ㅣ 로하스캠핑장 ㅣ오정동 선교사촌

 계족산성 ㅣ 계족산 ㅣ 옥류각 ㅣ 회덕향교

생동하는 봄과 같아라,

동춘당

동춘당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 송준길의 동춘당이라는

호를 따온 별당이다. 예로부터 대덕구 송촌동은

은진 송씨 일가가 대를 이어 유학의 도를 쌓아온 지역으로

충·효·예 정신이 깃든 고장이다

조선 여류 시인의 희노애락이 녹슨 곳,

소대헌·호연재 고택

소대헌 송요화와 그의 부인 호연재 김씨가

살았던 고택이다. 이 고택의 종부 호연재는 걸출한

여류 시인으로, 집안의 식솔들을 책임졌던

한 가장이자, 여성이자, 문인으로서의 삶을 시로 담아냈다.

짙푸른 물결의 깊은 고요함을 따라, 대청호

대전과 충북 청주에 걸쳐진 크고 아름다운 호수이다.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생겨난 인공호수로, 인근 지역에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있고, 수력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도 생산하고 있다. 대청호 주위에는 아름다운 가로수가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산책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동서양 건축양식의 절묘한 조화, 오정동 선교사촌

1950년대에 지어진 선교사들의 사택으로, 붉은 벽돌에 한국식 기와를

올린 독특한 건물이다.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을 조화시킨 건물로

당대의 시대상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다.

선교사촌은 현재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뒷편에 위치해있다.

자연의 품 안에서 쉬는 곳, 로하스캠핑장

대청댐 옆에 자리 잡은 로하스캠핑장은 대전 최대 규모의 캠핑장이다.

대전 도심과 가깝지만, 대청호가 도심의 번잡스러움을 막아줘 휴양지에 온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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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을 지키는 명산, 계족산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은 예부터 대덕구의 주산(鎭山)이라 불리며,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근래에는 인근 주민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 장소이자, 새해를 여는 해맞이 장소로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계족산 등산길에는 황톳길이 조성되어 이색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옥구슬 같이 흐르는 풍류와 벗을 삼은 곳, 옥류각

계곡의 암반과 계곡 사이의 바위를 의지하여 서로 다른 높이의

기둥을 세운 다음 건물을 올렸다. 송준길과 그 문인들이 강학을 위해 세운 곳이다.

계족산을 지키는 요새, 계족산성

계족산 정상에 머리띠를 두른 듯 자리잡은 산성이다.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되고 이후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숨은 명소이다.

대덕의 유교문화를 켜켜이 쌓아온 곳, 회덕향교

조선시대 유교 교육의 산실, 향교는 제사의 공간인 대성전과

교육의 공간인 명륜당이 남아있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는

지역 내의 헌관, 제관, 일반유림이 모여 석전제를 올리고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모두에게 이로운 여행, 공정생태여행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관광객들은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고

여행지의 주민들은 관광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갖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공정생태여행을 그립니다.

공정생태관광을 위한 7가지 약속

1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 이용하기

2 현지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해보기

3 일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텀블러를 휴대하기

4 도보, 자전거,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5 대형마트보다는 현지의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6 사진 촬영을 할 때는 허락을 구하기

7 현지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아끼는 마음으로 여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