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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덕구에서 열리는 

공정·생태 관광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공정·생태관광은 여행지의 문화를 직접 배우고, 여행지의 

주민들과 직접 교류하며, 여행지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기간

2019.9. ~ 2019. 11.

모집인원

코스별 20 ~ 30명 (단, 자연생태학습은 최대 100명)

대상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선착순 모집

신청

프로그램 별 예약/문의처에 전화 

프로그램 (총 26회)

- 러닝맨대덕역사레이스(8회): 수, 목, 토 (당일 코스)

- 달빛 품은 계족산 낭만 여행(6회): 수, 토, 토~일(당일, 숙박 코스) 

- 계족산 누리길 자연생태 학습(2회): 토, 토~일(당일, 숙박 코스)

- 대덕을 탐하다(10회): 수, 목, 토, 일, 토~일(당일, 숙박 코스)

※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더기더기

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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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덕을 
탐耽
하다 대덕구의 탐耽한 장소를 찾아 역사, 문화, 생

태 이야기를 듣는 인문여행입니다. 동춘당, 옥

류각, 계족산 황톳길, 대청공원 등을 탐방하면

서 인문교육을 들을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체

험, 공방체험, 야간놀이 등을 통해 즐거운 추

억까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가비 회차 일시

예약/문의

당일: 10,000원

1박 2일: 30,000원 

1

2

3

4

5

6

7

8

9

10

09월 18일(수) 9:20 ~ 16:30

09월 21일(토) 9:20 ~ 16:30

10월 03일(목) 9:20 ~ 16:30

10월 06일(일) 9:20 ~ 16:30

10월 09일(수) 9:20 ~ 16:30

10월 26일(토) ~ 27일(일) 9:20 ~ 16:30

11월 03일(일) 9:20 ~ 16:30

11월 09일(토) ~ 10일(일) 9:20 ~ 16:30

11월 20일(수) 9:20 ~ 16:30

11월 30일(토) 9:20 ~ 16:30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

(042-252-3305,

010-3902-8583)

대전역
옥류각과 

계족산 숲길
장동주민문화센터
(로컬푸드체험)

대청호 오백리길 트래킹

대청공원중리시장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 기상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기상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2 3

4

56

대전역

대청공원

장동문화센터(공방체험) 야간놀이(옥수수 삶아먹기, 고구마 쪄먹기)

옥류각, 
계족산 숲길쌍청당

대청호 
오백리길

중리시장 장동문화센터
(로컬푸드체험)

계족산 
황톳길 체험

장동게스트하우스 
숙박

1

8

5

76

2

9

3

1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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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러닝맨
대덕
역사
레이스

러닝맨대덕역사레이스는 놀이형 인문학습프

로그램으로 대전 대덕구의 문화재인 동춘당, 

쌍청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덕(現 대덕구)

의 역사와 지명에 대한 스토리텔링 강의에서

부터 대동여지도 속 회덕지방 그리기, 전통놀

이, 역사퀴즈, 미션놀이 등을 통해 생생한 우

리 지역의 역사를 배워나갑니다. 미션을 완수

한 사람에게는 중리시장에서 특별한 먹거리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춘당공원 미션 놀이 쌍청당공원 스피드 퀴즈 중리시장 먹거리 체험

코스
※ 기상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참가비 회차 일시

예약/ 문의

10,000원 1

2

3

4

5

6

7

8

09월 28일(토) 10:00 ~ 14:00

10월 03일(목) 10:00 ~ 14:00

10월 09일(수) 10:00 ~ 14:00

10월 19일(토) 10:00 ~ 14:00 

10월 26일(토) 10:00 ~ 14:00

11월 02일(토) 10:00 ~ 14:00

11월 16일(토) 10:00 ~ 14:00

11월 23일(토) 10:00 ~ 14:00

사유담협동조합

(042-824-911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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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달빛 품은 
계족산 
낭만 여행 대덕구의 대표 명소인 계족산에서 야간 달빛 

산책과 함께 문화 공연(작은 음악회 또는 강

연)을 곁들이 프로그램입니다. 동적이기만 했

던 야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계족산 야간 트

래킹을 즐기고 대덕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

의 공연 즐길 수 있습니다.

장동산림욕장 
관리사무소 앞 집결

계족산 트래킹
(약90분)

미니콘서트
(해금 연주 등) 

코스
※ 기상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2 3

참가비 회차 일시

문의

예약

주중 저녁: 10,000원 

주말 당일: 15,000원 

(주말 캠핑 시, 비용 추가)

1

2

3

4

5

6

09월 07일(토) 16:20~21:00

09월 18일(수) 19:20~22:30

09월 21일(토) 16:20~21:00

09월 25일(수) 19:20~22:30

09월 28일(토) 16:20~21:00

10월 26일(토)~27(일) 13:00~11:00
㈜여행문화학교 산책

(042-486-8848)

smartstore.naver.com/gowalk8848/products/465357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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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계족산 
누리길 
자연생태 
학습

장동 마을에서 재배한 건강한 식재료로 만드

는 로컬푸드 체험, 숲 해설가와 함께 하는 생

태 탐구, 공예 수업 등 아름다운 마을에서의 

다채로운 체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칼국수 

반죽하기, 보리강정 만들기 등 로컬푸드 체험

과 공예체험, 생태문화지도 그리기 등 아름다

운 장동 마을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계족산 
생태탐구

장동칼국수학교 
로컬푸드체험

장동 경관농업단지 
방문

보리빵 만들기 체험생태문화지도 그리기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 기상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기상 및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2 3

45

장동칼국수학교 
로컬푸드체험

장동
게스트하우스 숙박

계족산 누리길 
트래킹

보리강정 
만들기

계족산 
생태탐구

공예 
체험

장동 경관농업단지 
방문

1

5 76

234

참가비 회차 일시

예약/문의

당일: 10,000원

1박 2일: 20,000원

1

2

9월 28일(토) ~ 29일(일)  

10:00 ~11:30

10월 20일(일) 09:30 ~ 16:30

장동-계족산 농촌체험 휴양마을(070-883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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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의 
공정·생태관광 
다음 
이야기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은 대청호, 계족산, 동춘당 등 

아름다운 장소들을 배경으로 우리 동네의 주민들과 

함께 ‘착한’ 관광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20년에도 대덕의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은 공모

를 통해 선정되어 지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뮤지션, 

작가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대덕

에 초청해 팬들과 함께 소통하고, 구석구석 마을 여

행을 다녀보는 특별한 공정·생태여행을 만들어가려

고 합니다.

대덕의 공정·생태관광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를 방문해주세요! 

2019년 12월 개소하는 지원센터는 공정·생태관광 

전문가와 관광두레PD가 함께 모여 지역의 발전에 도

움이 되는 관광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의 공정·생태관광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달빛 품은 계족산 낭만 여행 - 계족산성 정상에서-

대덕을탐하다 -대청호 앞에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여행가 양성과정 -마포구 마포정 아래에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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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두레

길愛

생태문화 아름드리

아주맑은마을

사업분야: 관광기념품

대덕구의 사계절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제작하는 공예가들이 

모인 주민사업체입니다.

사업분야: 생태체험

생태문화 아름드리는 대덕구의 아름다운 자원을 

사랑하는 전문 해설사들이 모인 생태체험 주민

사업체입니다.

사업분야: 생태체험

대청호가 바라보이는 아주맑은마을, ‘두메마을’

에서는 청정지역의 생태·농촌·예술체험을 함

께 꾸려갑니다. 주민들이 가꾼 멋과 맛과 품을 

느끼는 생태여행이 아주맑은 ‘두메마을’에 있습

니다.

 관광두레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결성한 관광 

사업체를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체로 육성하기 위

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 노하우 전수 등의 소프트웨어 지

원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관광두레 사업은 현재까지 47개 지역 

190개 주민사업체가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멘토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59개 체험관광 사업체, 식음 58

곳, 관광기념품 33곳, 주민여행사 20곳 등이 성장하고 있습

니다.

 대덕구는 2019년 제7기 관광두레 사업에 선정되어 생태문

화 아름드리, 길愛, 아주맑은마을 3곳의 주민사업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대덕구 관광두레 전찬주 PD 010. 6739. 7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