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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푸른 길을 따라

대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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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두메마을 팜파티

로하스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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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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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댐

|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 | 로하스 캠핑장



대청호 푸른 길을 따라 관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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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품 속의 아주 맑은 마을, 이현동에는 소소한 체험들로 소소한 행복을 주는 여러 농촌 체험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 요리 연구가, 제빵사, 착한 농부들, 조형 예술가등 저마다 각자의 영역을 가진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를 생태 체험 마을로 가꾸고 있다.

문의 : 아주맑은마을협동조합 010-9577-6276

대청호의 밤과 낮을 모두 즐기고 싶다면 로하스 가족 

캠핑장을 추천한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대청호의 깊은 물에 도시의 소음이 

묻혀 캠핑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계족산 자락과 

대청호에서 뜨는 일출을 볼 수 있어 진정한 힐링 충전 

공간이다.

예약문의 : 042-933-6575 

대청호 푸른 길을 따라

매년 4월,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이 대청공원에서 

개최되고 있어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함께 즐거운  

음악을 만끽할 수 있다. 

대청호에 서식하는 이름 모를 철새와 텃새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을 먹고 지낼까. 스쳐지나가는 

새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 

대덕의 주민들이 모였다. 대전생태교육협동조합은 

대덕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활동하며 대청호에서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쌍안경을 통해 멀리 

있는 새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친환경 페인트를 통해 

공예 체험도 할 수 있다.

문의 : 대전생태교육협동조합 010-2596-7462

1975년 착공하여 1980년에 공사가 완료된 

대청호는 대전, 청주 등 인근 지역의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탓에 내륙의 바다라는 ‘애칭’도 갖고 있다. 

요즈음의 대청호는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길,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라이딩 코스, 연인들의 

드라이브 길, 가족들이 주말을 보내는 쉼터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청호 오백리길이 조성되어 고요한 

수변을 사계절에 따라 걷는 재미가 있다. 벚꽃이 

만개한 봄이나 알록달록 단풍이 물든 가을에는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 대청호 새(鳥)로운 여행관광소개 관광소개

이현동 두메마을 팜파티

로하스캠핑장

관광소개

관광소개

대청호관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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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소개

11

그린브라우니 신탄진점

그린브라우니는 대전에서 시작한  

친환경 유기농 베이커리 체인점 

이다. 신탄진점은 대청호 드라이브 

코스 진입로의 첫 번째에 위치해 

넓은 규모를 갖고 있다. 커피와 

곁들이기 좋은 맛좋은 빵들과 

함께 대청호를 감상할 수 있다

 대덕구 대청로 152

 10:00 ~ 21:30

 아메리카노 4500원
    허니멜론스무디 6500원

 대덕구 대청로 502

 10:00~22:00

 아메리카노 4500원
    콜드브루 4500원

 대덕구 대청로 572

 11:00~22:00

 아메리카노 5000원
    포레스트라떼 6500원

 대덕구 대청로 234

 11:30 ~ 22:00

 아메리카노 5000원
    소이라떼 5800원

두두당

대청호 드라이브 길에 위치한 전망 좋은 카페이다. 

한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독특한 외관을 

보여준다. 내부에는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어 싱그러운 

느낌이 돋보이기도 하다. 카페의 넓은 규모와 통유리로 

보이는 좋은 전망 때문에 대청호를 찾는 수많은 가족과 

지인, 연인들이 쉬어가는 단골 명소이다.

카페 초이스

카페 초이스는 대청공원으로 가는 길가에 위치해 있다. 

내부의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어,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다. 별도의 방에 큰 테이블과 좌석이 있어 

모임을 하기 에도 좋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토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카페 포레스트

1, 2층 넓은 테라스가 있는 카페이다. 1층 테라스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놀 수 있다. 초록 잔디 속에 묻힌 

포레스트 글귀가 인상적인 내부를 갖고 있다. 카페의 

이름을 딴 포레스트 라떼가 시그니처 메뉴이다.



대청호 푸른 길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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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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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담

대청호 오백리길 1구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카페 담은 

마당이 넓은 카페이다. 삼정호 생태습지와 가장 

가까운 카페로, 마당에 앉아 대청호의 노을 

지는 광경을 보는 것이 일품이다. 커피 

외에도 꼬치우동, 고르곤졸라피자 등 각종 

식사류도 함께 먹을 수 있다.

글레버

대청호가 한 눈에 보이는 큰 창문이 

인상적인 카페이다. 창가에 앉아 

깊고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면 

각박했던 일상의 일들이 호수의 

품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다. 야외 

테라스도 잘 갖춰져 있어, 날씨가 

좋다면 밖에서 커피를 즐기는 것도 

좋다.

쥐코찻집

쥐코찻집의 이름은, 본래 이곳이 쥐코밥상이라는 소박한 밥상을 차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따온 이름이다. 쥐코밥상은 밥 한 그릇과 반찬 한두 가지만 

아주 간단히 차린 밥상이라는 우리말이다. 카페의 입구로 들어가면 깊은 

정원이 펼쳐지는데, 주인장이 정원 곳곳에 배치한 소품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

라끄엠

화가의 집을 옮겨 놓은 것 같은 카페 라끄엠이다. 

따뜻하고 엔틱한 분위기로 꾸며진 내부에 

앉아있으면, 멀리 보이는 차가운 호수마저 

따뜻해 보인다. 간단한 옷과  액세서리를 살 

수 있는 편집숍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대덕구 대청로424번안길 56

 10:00~22:00

 아포카토 6000원

 대덕구 대청로424번안길49

 10:30~19:00

 와플 4500원

 대덕구 대청로 424번안길41

 10:00~20:00

 아메리카노 5000원

 대덕구 대청로 424번길 510

 11:00~18:30

 아인슈페너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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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마떼

삼정동 생태습지로 들어가는 드라이브 길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카페이다. 아마떼는 포루투갈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 파스타, 샐러드 등 브런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주인장이 직접 수집한 

민속품들로 꾸민 인테리어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삼삼카페

삼정동 삼남매가 운영하 는 

카페라는 뜻의 ‘삼삼’카페는 

삼남매 중 막내 남동생이 매일 

새벽 마다 고민하며 직접 만드는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이다. 달콤한 

크렘브륄레와 함께 친구, 가족, 

연인과 이야기꽃을 피우기 좋은 

곳이다.

 대덕구 대청로 424번길 554

 8:30~23:00

 뚝배기 짬뽕 파스타 16000원
    청귤차 7000원

 대덕구 대청호수로 1875

 11:00~22:00

 크렘브륄레 3800원

계족산 깊은 산자락을 따라

계족산과 황톳길

장동 농촌체험과 산디마을 캠핑장

비래키키

카페 이틀

루나 커피



계족산 깊은 산자락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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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족산 깊은 산자락을 따라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은 예로부터 일대의 주민들에게 신령스러운 산으로 인식되었고, 근래에는 14km의 

황톳길이 조성되어 걷기 명소로 유명해졌다. 또한 계족산 야간산행이라는 독특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야간관광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계족산 자락 아래에는 이색적인 로컬푸드 체험과 공예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 가족 단위가 함께 모여 계족산의 생태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 장동에는 

산디마을 캠핑장이 있어 고요한 산자락에서 쉼을 찾고자하는 캠핑족들이 많이 찾고 있다.

계족산과 황톳길 장동 농촌체험과 산디마을 캠핑장관광소개 관광소개

까페소개

17



착한 에너지, 그린 에너지를 따라

그리고 카페

달그락

비래키키

카페 이틀

이름만 들어도 휴양지에 온 느낌이 드는 곳, 비래키키는 내부 인테리어도 

여름 별장에 휴식을 취하러 온 느낌을 준다. 카페 앞에는 작은 풀장이 있어 

지인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에 더욱 좋다. 수제 버거, 돈까스, 브런치 

등 다양한 식사류도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대덕구의 대표 명소인 

계족산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 중 비래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등산길에 위치해있다.

장동 계족산 휴양림과 산디마을 

캠핑장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카페이다. 소박하게 자리한 카페에 

앉으면 장동 마을의 전경이 한 폭에 

들어온다. 수제 과일청으로 만든 

각종 에이드와 차가 더욱 맛있는 

카페이다. 

루나 커피

카페 이틀의 인근에 위치해 마

찬가지로 장동의 넉넉한 풍경이  

한 눈에 보인다. 2층의 탁 트인

창문 덕분에 마을의 풍경이 더욱 

잘 보인다. 관광객과 동네 주민들

에게도 아늑한 마실 장소이다.

 대덕구 비래골길 47-2

 11:00 ~ 22:30

 비래키키수제버거 13000원
    스테이크로제파스타 16000원

 대덕구 장동로 223-11

 11:00~20:00

 아메리카노 3500원

 대덕구 장동로 231

 10:00 ~ 22:30

 아메리카노 3500원
    콜드브루 돌체라떼 5000원

계족산 깊은 산자락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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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에너지, 그린 에너지를 따라

20

그리고, 브런치 카페

달그락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덕구의 야심찬 프로젝트 카페 

‘대덕 에너지 카페’ 1호점이다. 카페 내부에는 환경을 생각해보게 하는 

책들이 있고, 맹꽁이 사진 전시와 같이 우리 주위의 자연을 돌아보게 하는 

이색적인 전시들도 있다. 환경을 지키는 작은 힘이 우리 주위 곳곳에 

있다는 희망이 있는 곳이다.

환경을 지키는 작은 힘을 보태고, 연대하기 위한 프로젝트 ‘대덕 넷제로 

에너지 카페’ 2호점이다. 짙푸른 녹색 간판이 인상적인 달그락 카페이다. 

이 곳에서는 넷제로 대덕지킴이가 태양광 등 신생에너지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주민과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대덕에서는 넷제로(Net-Zero: 사용 에너지와 생산 에너지의 합을 0으로 만들자는 의미) 

에너지 카페라는 특별한 곳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주변에서부터 알려나가고, 

새로운 그린에너지에 대해 배워 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마련된 곳이다. 

착한 에너지, 그린 에너지를 따라

 대덕구 계족로608번길5

 10:00 ~ 18:00 일요일 휴무

 수제샌드위치 4500원
    에그베네딕트 14000원

 대덕구 한밭대로 1026

 8:00 ~ 23:00

 아메리카노 3000원
    호두타르트 4900원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대덕에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관광의 혜택이

지역 산업으로 환원되는 공정관광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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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글 잊지못할 에피소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카페 15 ●

쉼표를 따라 가는 대덕 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