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구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명단 (2021.3. 기준)

   

연번 행정동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비  고

1 오정동 김밥천국식당 오정로78번길 12(오정동) 최규봉 042-672-4648 분식

2 오정동 중식당라 한밭대로 1009-1(오정동) 석도균 042-637-5001 중식

3 오정동 이종구항아리짬뽕 
오정점  한밭대로 1006번길 11(오정동) 한전수 042-627-8999 중식

4 오정동 비룡각시율이네
냉면 대전로 1162 1층(오정동) 정대영 042-622-5580 중식

5 오정동 보물성 대전로 1185번길 30, 203호 이용구 042-638-2345 중식

6 오정동 명륜진사갈비 
한남대점 한남로 16-11(오정동) 이영호 042-631-2755 한식

7 오정동 상하이앤경성관   한남로12번길 35, B1(오정동) 도옥분 042-672-4115 중식

8 대화동 일월칼국수 대화로 33(대화동) 정윤심 042-621-9232 한식

9 회덕동 김밥나라 대전로 1358 (읍내동) 오현중 042-636-2548 분식

10 회덕동 김밥나라(와동점) 신탄진로 213(와동) 장봉순 042-626-6252 분식

11 회덕동 선비꼬마김밥
(와동점)   신탄진로218번길 37(와동) 이애랑 042-628-0055 분식

12 회덕동 엄마손식당   신탄진로 238(와동) 박경숙 042-637-1233 한식

13 회덕동 미루나무식당  아리랑로113번길 44-15(읍내동) 최정의 042-627-0140 한식

14 회덕동 금빛통닭 대전로 1375번길 5(읍내동) 박경희 042-624-1110 분식

15 회덕동 김연수소국밥
막국수  대전로1370번길 13-14(읍내동) 김연수 042-634-3325 한식

16 회덕동 또와분식   대전로 1374(읍내동) 김동선 010-3954-3998 분식

17 비래동 선비꼬마김밥 비래서로26번길 13(비래동) 최경배 042-635-5500 분식

18 비래동 아줌마김밥   우암로 404 (비래동) 황민숙 042-625-5224 분식

19 비래동 한솥도시락 비래점   비래동로 14 (비래동) 엄태상 042-621-2224 한식

20 비래동 천하반점   비래동로 16번길35 (비래동) 최병숙 042-636-1695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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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래동 롯데리아 
가양D/T점   동서대로 1772(비래동) 김정란 042-622-1788 패스트푸드

22 비래동 롯데리아비래점 비래동로 13(비래동) 김선도 042-623-4545 패스트푸드

23 비래동 장성김밥 비래서로 23(비래동) 장기정 042-638-8870 분식

24 비래동 즉석명품김밥 비래동로 16번길 20(비래동) 송영호 042-623-7985 분식

25 비래동 봉이식탁 비래동로 32번길 3(비래동) 차순홍 042-673-5524 일식

26 비래동 아주매운공주칼국수
쭈꾸미구이 비래동로15번길1(비래동) 이경희 042-627-8897 한식

27 비래동 소문난울엄마
탕탕탕 동서대로 1786번길 15(비래동) 고선자 042-631-8292 한식

28 비래동 에코브레드 하우스 비래서로 43(비래동) 김대승 042-632-7156 제과

29 비래동 비래식당  비래동로7번길11(비래동) 권순혁 042-631-5245 제과

30 비래동 푸드스토리 비래동로 1 (비래동) 이우향 042-622-3999 분식

31 비래동 스윗라벨  비래동로40번길 18, (비래동) 강은순 042-633-6192 분식

32 비래동 뿅떡비래점 비래동 129-7 김화자 042-625-8555 분식

33 비래동 에꿍이치킨 비래서로9번길 53 조홍자 042-624-5002 한식

34 비래동 웰빙김밥나라 비래동로 43, 1층(비래동) 백덕순 042-636-6600 분식

35 비래동 김밥천국 비래점 비래동로 7,104호 이청솔 042-636-6151 분식

36 비래동 땅스부대찌개 비래점 비래동로 20, 104호 변연숙 042-627-8599 한식

37 송촌동 롯데리아 송촌점   동춘당로 94번길 11-7 손영숙 042-638-3333 패스트푸드

38 송촌동 봉구스밥버거 송촌점   동춘당로 54번길 40-22 손윤희 042-637-0945 분식

39 송촌동 고봉민깁밥인송촌점  송촌북로16번길 57(송촌동) 이영혜 042-639-2567 분식

40 송촌동 파리바게트 선비점  동춘당로 114번길 9(송촌동) 이정현 042-633-7289 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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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송촌동 짱이레분식 동춘당로 94번길11-27(송촌동) 박인숙 042-627-1811 분식

42 송촌동 바로그집 벧엘점   선비마을로5번길 24(송촌동) 권순애 042-672-1199 분식

43 송촌동 봉구스밥버거 
송촌2호점   송촌북로36번길 16(송촌동) 양후준 042-621-0110 한식

44 송촌동 떡반집 송촌북로16번길46(송촌동) 황경희 042-635-4292 분식

45 송촌동 맘스터치송촌점 계족산로81번길 59-9(송촌동) 강훈 070-5043-1453 패스트푸드

46 송촌동 이삭토스트송촌점 계족산로81번길 47(송촌동) 이예찬 042-631-3060 분식

47 송촌동 오레시피
송촌선비점 동춘당로 54번길 45, 102호 오지영 042-623-0828 한식

48 중리동 김밥천국
중리점식당 계족로489번길 78(송촌동) 강창숙 042-628-7776 분식

49 중리동 명인각  계족로511번길 96(중리동) 임명오 042-621-0366 중식

50 중리동 소문난떡볶이오떡 중리로76번길21(중리동) 오진심 042-672-5949 분식

51 중리동 아지매왕냉면
왕갈비탕 중리남로 7번길 1(중리동) 권영희 042-639-6089 한식

52 중리동 심봉사도로케 
한남대점 홍도로 124 1층(중리동) 김하기 042-635-7779 분식

53 중리동 청양골 중리남로 27번길 6 (중리동) 윤경숙 042-632-9980 한식

54 중리동 레시피제과점 계족로 489번길 84(중리동) 하연옥 042-621-0035 제과

55 중리동 불티나만두찐빵 중리로76번길 18(중리동) 최경환 042-623-6271 분식

56 중리동 신김밥천국 중리로 75번길 2(중리동) 유향순 042-634-0147 분식

57 중리동 오레시피 
대전한남대점 홍도로 105(중리동) 김수연 042-625-2030 한식

58 중리동 산동차돌짬뽕 계족산로17번길 12(중리동) 방승민 042-624-8928 중식

59 중리동 중국집앤하오치
서울칡냉면   중리로 31번길 6-20(중리동) 양광목 042-628-1007 중식

60 중리동 허니빈스 중리로 75번길 5(중리동) 김은주 010-8823-4742 분식

61 중리동 이삭토스트 중리점 중리로 54번길 33-19(중리동) 김순이 042-627-7678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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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리동 인정국물떡볶이 
대덕점 중리서로 23,  1층(중리동) 장승실 042-633-3510 분식

63 중리동 파리바게뜨 
대전중리점 중리북로 46, 상가동 113,114호 최동열 042-622-3072 제과제빵

64 법1동 허갈닭강정법동점   계족로 663번길 30-6(법동) 유재봉 042-633-5688 한식

65 법1동 파리바게트  
대덕제일  계족로 663번길 14(법동) 손정숙 042-628-8240 제과

66 법1동 매콤빠삭 계족로 663번길 34 108호 양경희 042-627-7596 분식

67 법1동 김밥이야기  계족로 663번길 30(법동) 이명자 042-638-8998 분식

68 법1동 사랑분식 아리랑로 211, 103호(법동) 김순예 042-621-0188 분식

69 법1동 봉구스밥버거 
법동점  계족로 663번길 30-6(법동) 문소영 070-7717-1592 분식

70 법1동 애플꼬마김밥 
법동점 계족로663번길 14(법동) 조혜경 042-624-1999 분식

71 법2동 버거307 법동점 동춘당로 181(법동) 조근석 042-626-5904 패스트푸드

72 법2동 김밥마을 계족로 664번길 27(법동) 박상주 042-633-3123 분식

7식 법2동 초류향 계족산로17번길 107(법동) 왕상래 042-627-4321 중식

74 법2동 분식싸롱   동춘당로 178, B1(법동) 김소영 010-9244-8051 분식

75 법2동 김밥사랑 동춘당로 181(법동) 금대경 042-638-8493 분식

76 법2동 해솔푸드 계족산로17번길 86 (법동) 박신재 042-625-7297 한식

77 법2동 마시랑 동춘당로 178, B1(법동) 방흥금 042-672-2232 분식

78 신탄진동 맘스터치신탄진점 신탄진로 809-1(신탄진동) 정수진 042-931-3331 패스트푸드

79 신탄진동  롯데리아신탄진점 신탄진로 818-1(신탄진동) 박정수 042-601-3900 패스트푸드

80 신탄진동 한국반점  신탄진로 848(신탄진동) 유영선 042-931-4466 중식

81 신탄진동 따거 대청로20(신탄진동) 김복실 042-931-7800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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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석봉동 대왕옛짜장 덕암북로 53(석봉동) 윤옥제 042-935-3331 중식

83 석봉동 석봉튀김 석봉로 37번길 18(석봉동) 복찬기 010-5143-2597 분식

84 석봉동 빵굽는나라 석봉로 38번길 2(석봉동) 최명숙 042-932-8983 제과제빵

85 덕암동  장모님손칼국수 덕암로 159번길 19(덕암동) 홍경진 0507-1314-8187 한식

86 덕암동 설악칡냉면 덕암북로58번길 7(덕암동) 박군서 042-933-5252 한식

87 덕암동 김밥나라 덕암로 262(덕암동) 이미례 042-935-5353 분식

88 목상동 영빈관 대덕대로 1470번길 64(목상동) 나경순 042-257-9282 중식

89 목상동 먹거리장터 대덕대로 1470번길 40(목상동) 박병숙 042-931-3271 분식

90 목상동 김밥나라 목상점 대덕대로1470번길 48(목상동) 최승봉 042-933-8822 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