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호
로하스
벨트

로하스 산호빛 야외수영장

삼정골

대청댐 비상여수로

대청댐 물문화관

금강 로하스 에코공원(대청수상 레포츠센터·로하스타워)

해피로드 자전거길

로하스 가족체험길

로하스 산호빛 야외수영장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대청댐 물문화관  대청댐 비상여수로  삼정골

로하스 가족공원 워터캠핑장  금강 로하스 에코공원(대청수상 

레포츠센터·로하스 타워)  로하스 산호빛 야외수영장

해피로드 자전거길

로하스 가족체험길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코스

캠핑, 레포츠, 야외수영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가족 체험코스 

신탄진부터 대청댐까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금강 변을 걸을 수 있는 산책길

이다. 전국 대표 야경 촬영지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전국의 매력적인 

자전거 길 20선’(행정자치부 선정) 중 한곳으로 선정됐다.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충●효●예 
역사문화 
벨트

계족산
에코힐링
벨트

동춘당 생애길

동춘당 생애길

덕을 품은 황톳길

산디마을 산신제길

충효예 길

조선의 큰 선비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생애와 역사를 길을 따라 걸으며 음미해보는 코스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중 하나인 ‘덕을 품은 길’과 ‘계족산 황톳길’을 
연계하여 천년 대덕의 역사와 에코힐링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코스

정겨운 농촌마을에서 캠핑도 즐기고 산림욕도 할 수 있는 휴식 코스

자연스럽게 예절을 배우며 선비인성으로 거듭나는 소양교육코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시직 선생의 충절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

각이다. 이시직 선생은 1636년(인조13)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이듬 해 도성이 함락되자 회덕 출신인 야은 송시영 선생과 함

께 자결한 충신이다.

조선 세종 14년(1432)에 지은 역사 깊은 별당. 은진송씨의 조상인 송유의 호를 따

다 붙인 건물로 청풍과 명월의 기상을 가슴에 새긴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여러 차

례에 걸쳐 수리했지만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쌍청당 이시직공 정려각 

조선 시대의 관립학교로서 후학에 대한 교육과 선현들을 제사 지낸 곳이

다. 3월부터 12월까지 회덕향교 청소년 진로학당, 회덕향교 1일 체험교실, 

학부모인성 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회덕향교

동춘당 생애길
동춘당 생애길(하나로병원 사거리)  동춘당  비래사(옥류각) 

 봉황마당

충효예 길

충효예 길

동춘당  이시직공 정려각  고흥유씨 정려각  쌍청당  

송애당  은진송씨 정려각  회덕향교

덕을 품은 황톳길

회덕동 주민센터  제월당 및 옥오재  봉황마당  봉황정 

 계족산 황톳길(임도삼거리)

산디마을 산신제길

산디마을 캠핑장  산디마을 산신제길(메타세콰이어길)  계

족산 황톳길(임도삼거리)  봉황정   봉황마당

6km

4시간 소요

13km
자전거

1시간 소요

2.7km

2시간 소요

6km

4시간 소요

은진송씨 정려각

송애당

동춘당 생애길(하나로병원 사거리)

쌍청당

고흥유씨 정려각

비래사(옥류각)

봉황마당

이시직공 정려각

조선 시대의 학자 송준길 선생이 고향에 내려와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별당이다. 주변에 연못과 민속 그네, 팔각정 등이 꾸며져 있으며 매일(1

월·12월 동절기 제외) 문화관광해설사가 무료해설을 제공한다.    

동춘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0 

숲 속 맨발걷기라는 테마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 건강여행길이다. 2006년

에는 여행전문기자들이 꼽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선’에도 선정되었

다. 이곳에는 부드러운 황톳길이 잘 조성돼있어 발 마사지는 물론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삼림욕까지 즐길 수 있다. 솔향 가득한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며 상쾌한 기운을 몸속 가득 채우고 싶다면 계족산으로 떠나보자.

계족산 황톳길

대전 인근 30여 개 산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산성. 장동 산림욕장에서 쉬엄쉬

엄 30분쯤 걸어 오르면 우람한 성벽과 마주한다. 오래된 성벽 너머로 탁 트인 대

전 전경을 볼 수 있어 가슴 속까지 후련해지는 느낌을 선사한다.

계족산성

조선 시대 문신 송규렴이 인현왕후가 폐출되자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거

처하며 후학을 기르던 별당이다. 제월당과 담을 사이에 두고 바로 뒤 북측

에 배치된 옥오재는 송규렴의 장남인 송상기가 자신의 호를 따서 옥오재

란 현판을 걸어놓은 건물이다.

제월당 및 옥오재

계족산 등산로에 위치한 옥류각은 계곡을 디디고 서있는 독특한 건축양식

의 누각이다. 앞면 3칸, 옆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측면의 방 아래로는 계

곡물이 흘러 운치를 더한다. 한 여름 큰 비가 온 뒤 골짜기에 계곡물이 흐

르는 광경은 가히 절경이라 할 수 있다.

옥류각

시도유형문화재 제7호

보물 제209호

시도문화재자료 제5호
시도문화재자료 제36호

사적 제3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골길 47-7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안길 126 시도유형문화재 제2호대전광역시 대덕구 쌍청당로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79번길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93-28

우리나라 댐 중 3번째로 큰 대청댐. 주변에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름난 전망대

를 비롯해 물을 주제로 한 문화 공간, 대청댐 물문화관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

다. 이외에도 포토존과 사랑의 자물쇠 거치대가 설치돼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

스로 안성맞춤이다.

대청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3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8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디로 79-7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7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디로 190

도심 가까이 있어 찾아가기 좋은 캠핑장. 계족산 자락에 위치해 아름다운 경

치와 상쾌한 공기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샤워실, 개수대, 정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콘센트박스가 각각 준비되어 있어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산디마을 캠핑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디로 190

산디마을에서 시작되는 산신제

길은 계족산 정상에 위치한 봉

황정에 이르는 산행코스다. 옛 

정취가 살아있는 농촌마을의 소

박함과 전통문화, 수려한 메타

세콰이어길, 계족산 황톳길을 

만날 수 있다. 

산디마을 산신제길(메타세콰이어 길)

회덕동 주민센터

산디마을 산신제길
(메타세콰이어 길)

봉황마당

계족산 황톳길
(장동산림욕장)

계족산 황톳길
(임도삼거리)

산디마을 캠핑장

봉황정

제월당 및 옥오재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오토캠핑장. 다른 오토 캠핑장과 달리, 캠핑장 

내에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야외공연장, 바비큐장, 편의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구비돼있어 가족들과 함께 오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로하스 가족공원 워터캠핑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424번길 200 (주)와이더월드 042-933-6575

편리한 시설과 넓은 풀장, 공원 등이 마련되어 있는 중부권 최대의 야외수영

장이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유아들을 위한 수영장

과 미끄럼틀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다. 

로하스 산호빛 야외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27번길 200 대전대덕스포츠클럽 042-932-7333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어 주말을 보내기 좋은 곳. 카약 1·2인승, 워터롤러, 오리

배 등의 다양한 물놀이 기구가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레포츠 체험

교실, 가족단위로 캠핑 가능한 카누투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대청 수상레포츠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167 대전대덕스포츠클럽 042-932-7333

대덕의 전통시장

대덕의 맛집

대덕의 숙박업소

업소명 주소 주요 음식

만수산칡냉면 대덕구 계족로 536, 1~3층(중리동) 돼지갈비, 냉면

또랑 대덕구 계족로 550, 1층(중리동) 돼지갈비, 갈비탕

홍콩삼겹살식당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11 (송촌동) 생삼겹살

황제해물문어보쌈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54, 1층 (송촌동) 황제해물문어보쌈

월산본가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87, 2층 (송촌동) 갈비탕, 석갈비

나래원식당 대덕구 비래동로16번길 13, 1층 (비래동) 안동찜닭, 닭볶음

강길도낙지마을 대덕구 선비마을로 9, 1동 102호 (송촌동)
낙지철판구이,
낙지볶음

리에또식당 대덕구 선비마을로6번길 29 (송촌동)
치킨스테이크, 
해물스파케티, 
고구마피자

푸짐한활어회
본점식당

대덕구 송촌남로56번길 1 (송촌동) 활어회

뻘락 대덕구 송촌북로 44, 1층 (송촌동) 낙지덮밥

샤브향 대덕구 송촌북로36번길 18, 2층 (송촌동) 샤브샤브

이가촌 대덕구 아리랑로 141 (읍내동) 삼겹살

혜성옥 대덕구 한밭대로 1147 (중리동) 돌솥설렁탕

업소명 주소 주요 음식

장수촌식당 대덕구 신탄진로 512, 1층 (상서동)
누룽지삼계탕, 
쟁반막국수

꽁뚜식당 대덕구 신탄진로36번길 111, 2~3층 (연축동) 북경오리

장동감나무보리밥 대덕구 장동로 231 (장동) 보리밥

업소명 주소 주요 음식

갈밭식당 대덕구 대청호수로 1553 (갈전동) 매운탕

신탄면옥 대덕구 덕암북로104번길 74 (덕암동) 돼지갈비, 냉면

영화반점 대덕구 신탄진동로23번길 46, 1층 (신탄진동) 탕수육, 삼선짜장

비빔국수전문점
길갈

대덕구 신탄진로567번길 2, 1층 (상서동) 비빔국수, 왕만두

업소명(일반관광숙박업소) 주소 객실규모

아우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46(신탄진동) 26실

스카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23번길 43(신탄진동) 25실

아로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7번길 29(신탄진동) 35실

두바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90번길 46(신탄진동) 36실

로하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23번길 77(신탄진동) 36실

거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7번안길 38(신탄진동) 32실

시카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23번길 65(신탄진동) 36실

호텔 나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49번길 19(중리동) 31실

에이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49번길 25-11(중리동) 31실

아미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49번길 25-6(중리동) 35실

카펠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49번길 15-5(중리동) 36실

클래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49번길 15-6(중리동) 40실

시네마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 51(중리동) 36실

르비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 53(중리동) 36실

잉카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7번길 22(중리동) 39실

우리 구는 대전의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계족산과 대전시민의 젖줄

인 대청호가 있는 청정 자연환경의 보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산

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대전 경제중흥의 거점이기

도 합니다. 예로부터 충절과 도덕을 숭상하여 수많은 선비와 충신·열

사·효녀·효부를 배출하였고 회덕향교·동춘당·계족산성을 비롯한 

무수한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한 한밭 정신문화의 발상지입니다.

대덕의 상징

천(天-파란색)·지(地-녹색)·인(人

-주황색)이 삼위일체(三位一體) 되어 

쾌적한 환경과 인간중심의 복지행정

을 구현하고, 구민들의 꿈과 소망을 무

지개처럼 승화·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

대전종합관광안내소 042) 861-1330
대덕구청 문화체육과 042) 608 - 6733
대덕구생태관광 포털 www.daedeok.go.kr/ect/ECT.do

대중교통 이용시

자가용 이용시

관광지 버스번호 가는 길 시간

장동 산림욕장
(계족산 황톳길)

74번
대한통운 ↔ 장동2구
(장동지구산림욕장 하차)

첫차 06:00 / 막차 22:30
배차간격 40분

동춘당

103번 수통골 ↔ 동춘당
첫차 05:45 / 막차 22:30 
배차간격 10분

311번
신대차고지 ↔ 오월드기점지
(동춘당 하차)

첫차 05:45 / 막차 22:40 
배차간격 10분

314번 윗사정삼거리 ↔ 동춘당
첫차 05:45 / 막차 22:35 
배차간격 10분

617번
비래동 ↔ 변동오거리
(동춘당 하차)

첫차 05:40 / 막차 22:35 
배차간격 20분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대청댐)

72번 달전동 ↔ 대청댐
첫차 06:00 / 막차 21:20 
배차간격 40분

73번 금탄동 ↔ 대청댐
첫차 06:20 / 막차 22:00 
배차간격 40분

관광지 지역별 가는 길 거리 소요시간

장동 산림욕장
(계족산 황톳길)

서울
신탄진IC ▶ 삼일대로(3.8㎞) → 경부고속도로
(140.9㎞) → 신탄진로(4.6㎞)

155.90㎞ 2:30

부산
대전IC ▶ 중앙고속도로(6.7㎞) → 중앙고속도로
(대구-부산)(81.5㎞) → 경부고속도로(150.1㎞)

261.25㎞ 3:20

인천
신탄진IC ▶ 영동고속도로(40.9㎞) → 경부고속
도로(113.3㎞) → 신탄진로(4.8㎞)

168.56㎞ 2:20

동춘당

서울
대전IC ▶ 삼일대로(4.0㎞) → 한남대로(1.3㎞) 
→ 경부고속도로(150.7㎞)

159.90㎞ 2:00

부산
대전IC ▶ 중앙고속도로(6.7㎞) → 중앙고속도로
(대구-부산)(81.5㎞) → 경부고속도로(150.1㎞)

252.60㎞ 3:00

인천
대전IC ▶ 남동대로(3.2㎞) → 영동고속도로
(40.9㎞) → 경부고속도로(123.1㎞)

172.15㎞ 2:00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대청댐)

서울
문의IC ▶ 경부고속도로(125.2㎞) → 당진영덕고
속도로(청주-상주)(9.5㎞) → 대청호반로(9.0㎞)

152.31㎞ 2:00

부산
문의IC ▶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81.5㎞) → 
경부고속도로(60.4㎞) → 당진영덕고속도로(청
주-상주)(73.4㎞)

270.33㎞ 3:00

인천
문의IC ▶ 수원광명고속도로(22.7㎞) → 봉담동
탄고속도로(15.8㎞) → 경부고속도로(84.6㎞)

164.53㎞ 2:00

3.7km

3시간 소요

오정 농수산물시장

✽ 중리 행복 벼룩시장(4~6월 / 9~10월)

신탄진 5일장

법동전통시장

충·효·예 역사문화벨트

대덕구
모범음식점

계족산 에코힐링벨트

대청호 로하스 벨트

중리전통시장

시도유형문화제 제9호

대청호수와 금강을 두루 끼고 있는 대청공원은 환경부의 자연생태복원 우수마

을에 3회 연속 선정돼 전국의 명소로 인정받았다.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메

타세콰이어 숲길이 펼쳐져있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 좋다.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07 

1986년에 개장되어 대전에 있는 도

매시장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

한다. 경부·호남 고속도로의 주변

에 위치하여 신선한 산지직송 제품

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 

24시간 현장검사소가 설치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다.

매회 6000여 명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중고물품 판매·교환 시

장이다. 1000만 원에 달하는 자율

기부금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

용해 명실 공히 중부권 최대의 대표 

나눔 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강 유역에 자리했던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으로, 오늘날에도 상설시

장과 함께 정기시장이 활발하게 열

리고 있다. 122개의 가게가 있는 상

설시장을 더하여 3, 8일에 5일장이 

선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전국의 특산물을 쉽게 만나볼 수 있

다.

5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된 법동시장

은 아파트 숲 속에서도 정겨운 분위

기를 연출하고 있다. 대전지역 최초

로 녹색환경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

치해 시장 내 공용 전기를 스스로 

일으키는 친환경 시장으로 업그레

이드 하는 등 끊임없이 소비자 중심

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

리시장에는 현재 21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수산물과 각종 생필품을 쉽게 구입

할 수 있다.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시장으로서 야시장 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4.4km

3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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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동춘당
계족산 황톳길

로하스 가족공원 워터캠핑장

주요 관광지 교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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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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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 가족공원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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