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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를 활용한 드드

모범맛집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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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역사가 흐르는 충청남도에서

 다양한 문화재, 유적지, 체험시설 등 관광명소를 즐기며

충청남도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로컬푸드를 활용해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은 사람은 없다는

모범 맛집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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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켜온

광복 역사의 초석을

느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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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CHEONAN

시골과 도시를 막론하고 허기진 배를 저렴한 가격에 채울 수 

있는 순대국밥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메뉴다. 추운 날, 술 

한 잔이라도 걸치려면 뜨끈한 순대국밥이 먼저 떠오르는 

마니아들에게 천안의 아우내(병천)장터는 천국이다. 아우내 

장터에는 현재 20곳에 달하는 ‘순대 전문점’들이 제각기 맛과 

양을 자부하고 있다.

주소 ㅣ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82 일원

영업시간 ㅣ 상시운영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메뉴

유관순열사
사적지

독립
기념관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은 천안시 목천읍 교천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민간정원 1호. 인공폭포와 주제별정원, 탐라식물원, 

돌머루 개울길, 사파리 정원 등의 시설물과 가족이 함께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대인이 살고 있는 삭막한 도시

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서를 정원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정원에 대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소 ㅣ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175 

영업시간 ㅣ 베이커리 이용시간 10:00 ~ 21:00 

                         레스토랑 이용시간 11:00 ~ 21:00 / 연중무휴

전화 ㅣ 041-585-4200

정원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천안종합
휴양관광지

상록
리조트

08



불당동 카페거리는 주변에 KTX역,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위치해 있어 문화콘텐츠 생산 및 마케팅을 통한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며,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카페점포를 걷고, 

즐길 수 있는 젊음이 충만한 문화특화거리다.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감성카페가 많아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

주소 ㅣ 천안시 서북구 불당15길 ~ 16길 일원

영업시간 ㅣ 연중무휴

젊음이 충만한

문화특화거리

천안 
삼거리공원

천호지천호지

CHEONAN 09



공산성

중국과의 교류를 기초로 

백제의 독창적인 문화를 이룩하고, 

이를 일본 등 주변 국가에 전하여 

고대 동아시아 문화번영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인의 문화유산도시

G
O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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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생두를 직접 골라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리 카페로 2019 

마스터오브카페 로스팅 TOP 7을 차지한 콜드브루 전문점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으며 커피 애호가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베스트 메뉴는 달비채 블렌딩, 마스카포네 티라미수 등이 있다. 

세종, 공주, 대전 국도와도 가까우며 공공자전거(무료)를 타고 

인근 공주대학교 대학로의 젊음의 거리, 석장리 박물관, 정안천 

생태공원을 달려보는 건 어떨까? 

영업시간 ㅣ 10:30 ~ 22:00 / 연중무휴

주소 ㅣ 공주시 무령로 668 전화 ㅣ 041-857-8324

※ 신관금강공원에 유인대여소에서 2인용 자전거 무료대여 가능

석장리
박물관

정안천
생태공원

GONGJU 11



 

영업시간 ㅣ 11:30 ~ 22:00 / 월요일 휴무

주소 ㅣ 공주시 제민천3길 88 전화 ㅣ 041-960-9154

공주의 대표시장인 산성시장의 문화공원 근처 제민

천변에 위치한 퓨전 한옥 카페로 공주 특산품인 밤을 

이용한 수제 음료와 디저트로 유명하다. 커피, 꽃차, 

전통차 등 다양한 음료와 수제청, 수제 디저트를 매장

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

영업시간 ㅣ 09:00 ~ 22:00 / 연중무휴

주소 ㅣ 공주시 백미고을길 5-13 전화 ㅣ 041-853-3489

공산성 연문광장 매표소 앞 정면에 위치해 있는 2층 

한옥 건물로 1층에서는 밤빵을 비롯한 공주밤으로 

만든 베이커리와 음료를 구입할 수 있고 2층과 야외

테이블에서 맛볼 수 있다.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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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로 
문화거리

마곡사

영업시간 ㅣ 11:30 ~ 21:00 / 월요일 휴무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주말엔 해당없음)

주소 ㅣ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499 전화 ㅣ 041-841-5292

마곡사 가는 길 중간에 보이는 식당으로 밤을 넣은 

백숙(닭/오리) 전문점이다. 식사 1시간전 예약을 하면 

맛있게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반찬에도 생율이 들어

있고 찰밥에도 밤이 듬뿍 들어가 입안에서 밤축제가 

펼쳐진다.

영업시간 ㅣ 12:00 ~ 24:00 / 월요일 휴무

주소 ㅣ 공주시 한적2길 41-9  전화 ㅣ 041-856-3366

탕수육에 창의성을 더해 새로운 요리로 탄생시켜 유명

해진 곳이다. 새콤달콤한 김치가 들어가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탕수육과 피자와 김치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놀라움을 준다. 

GONGJU 13



대천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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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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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조개껍질) 백사장

젊음과 낭만, 안락함과

자연미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사계절 축제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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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큰하고 

시원한 맛에

속이 확 풀린다

해장에 좋은 복지리 맛집 추천-연말연시 많아진 술자리에 간절히 

생각나는 곳이 해장국집이다. 여러 가지 해장국을 즐겨 먹지만 

복해장국 만큼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음식도 없다. 실내에서 

보이는 주방 풍경은 위생적으로 보여 더욱 믿음을 갖고 음식을 

접하게 된다. 순하고 담백한 지리탕, 얼큰한 매운탕, 복탕과 잘 

어울리는 반찬은 정갈하고 깔끔하다.

영업시간 ㅣ 06:00 ~ 16:00 / 연중무휴

주소 ㅣ 보령시 큰오랏길 4길 4 전화 ㅣ 041-935-4985 

옥마산
보령
박물관

BORYEONG 15



수조에 가득 담긴 각종 신선한 해산물들이 문 앞에서부터 

믿음이 간다. 기본적으로 회가 먼저 나오는데 곁들이 찬 또한 

푸짐하게 나와 만족스럽고 각종 해산물도 싱싱해서 골고루 

맛있게 맛볼 수 있다. 주문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는 맛과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고 본연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특히 대천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하여 바다 경치를 보면서 

먹는 것 또한 꿀맛이다.

영업시간 ㅣ 평일 09:30 ~ 23:00 / 주말 09:00 ~ 01:00

주소 ㅣ 보령시 해수욕장4길 92 전화 ㅣ 041-934-8186

대천해수욕장
해양레일바이크

누룽지백숙, 한방백숙의 촉촉하고 담백한 맛과 궁합이 잘 

맞는 녹두, 찹쌀이 어우러져 구수한 맛이 더해지면서 더욱 

고소해 먹어도 먹어도 당기는 맛!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최고 그 이상의 맛으로도 손색이 없다. 생오리주물럭 또한 

저자극 맛이어서 한 번만 먹어도 또 생각나는 최상이 맛이다. 

계절마다 바뀌는 확 트인 전경과 성주산 아래 보령시를 한눈에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식당이다.

영업시간 ㅣ 11:00 ~ 22:00 / 연중무휴

주소 ㅣ 보령시 안터길 57-7 전화 ㅣ 041-932-3139

무궁화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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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에 놀라고 가격에 감동하는 콩이야기 정식! 합리적인 가격에 

놀라운 맛과 상차림이 손님들을 맞이한다. 콩 관련 음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사장님도 친절하셔 콩으로 만든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절로 찾게 되는 음식점이다. 반찬 가짓수 또한 

12가지로 모두 맛깔지고 음식을 먹고 나서도 더부룩함 없이 

건강한 맛을 뽐낸다. 갓 나온 두부에 김치, 따뜻한 순두부찌개는

옛날 고유의 맛을 간직하고 있다.

영업시간 ㅣ 11:00 ~ 21:00 / 연중무휴

주소 ㅣ 보령시 가막재2길 28 전화 ㅣ 041-933-4519

성주산
휴양림

시어머니가 드디어 비법 전수한 집! 1981년부터 이어지는 시

어머니만의 노하우가 달린 레시피로 춘천시 명동에서 모녀

닭갈비로 시작하여 서울시 홍대, 양평, 의정부 등 전국 각지에서 

맛을 인정받은 닭갈비이다. 퇴계동에서만 30년 넘게 장사하신 

시어머니의 맛을 못 잊어 현재까지도 전국 각지에 택배 등으로 

찾아주는 손님이 많을 정도이다. 어렵사리 전수받은 레시피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전통 춘천 닭갈비를 대접한다.

영업시간 ㅣ 11:00 ~ 24:00 / 연중무휴

주소 ㅣ 보령시 작은오랏7길 34 전화 ㅣ 041-934-5559

청천호
둘레길

BORYEONG 17



은행나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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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지 40여 년이 지나 
연령이 50년이 넘은 

이들 은행나무 가로수는 

이제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사계절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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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신정호 브런치 카페

SNS에서 천국의 계단 인생사진으로 유명한 아산 루트 

102 카페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이 찾고 있다. 차, 커피, 디저트 브런치, 

바, 스낵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고, 커피 주문 시 

두 가지 원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라스트 오더 

시간은 9시 30분이다.

영업시간 ㅣ 10:00 ~ 22:00 / 연중무휴 

주소 ㅣ 아산시 신정로 442-5 1, 2층

전화 ㅣ 041-543-2300

20



신정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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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읍성

가장 잘 보존된

조선시대 대표 읍성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성지로도 유명한 곳

S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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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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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9품 중 하나인 서산6쪽마늘을 소재로

한 정갈한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산을 방문

하셨을 때 교황님과 방문단 등에 제공한 

오찬 메뉴를 상품화하였다. 대표메뉴로는 

마늘각시 한정식, 간장게장정식, 마늘각시 

두부보쌈이 있다.

주소 ㅣ 서산시 충의로 19

영업시간 ㅣ 11:00 ~ 21:00 / 연중무휴

전화 ㅣ 041-668-8283

맹꽁이
도서관

중앙
호수공원

SEOSAN 23



간월암

영업시간 ㅣ 09:00 ~ 19:30 / 연중무휴

주소 ㅣ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1길 65 전화 ㅣ 041-662-2706

서산의 대표 특산품인 굴을 활용한 향토음식 전문점으로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오며 서산시 백년가게 1호점으로 

선정되었다. 대표메뉴는 영양굴밥, 바지락영양밥, 굴파전, 

바지락무침이 있다.

영업시간 ㅣ 12:00 ~ 24:00  / 첫째 주 일요일 휴무

주소 ㅣ 서산시 번화1로 41-1  전화 ㅣ 041-665-5369

30 신선한 생닭을 사용하여 년 이상 같은 레시피로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전통 조리하고 치킨무와 소스도 직

후라이드치킨 전문점으로 2019년 백년가게로 선정

드, 양념치킨이 있다.되었다. 대표메뉴는 후라이드
활성동
벽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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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방가옥

서산버드랜드

영업시간 ㅣ 09:00 ~ 20:00 / 연중무휴

주소 ㅣ 서산시 운산면 이문안길 8-1 전화 ㅣ 041-666-1584

운산면 여미리에 위치한 농가레스토랑으로 계절별       

지역농산물과 한우를 주재료로한 음식을 제공한다.

바로 옆에 로컬푸드센터가 있어서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대표메뉴는 한우버섯불고기전골, 게국지,

깻묵된장, 여미오미한상이 있다.

영업시간 ㅣ 12:00 ~ 20:00 / 일요일 휴무

주소 ㅣ 서산시 부석면 지산철장길 37-7 전화 ㅣ 041-663-3115

부석면 지산리에 위치한 봄날은은 자연산 계절나물과 ‘황발이’

라고 불리는 농게로 만든 게장장, 직접 담근 장아찌 등으로 

차려낸 소박하고 건강한 향토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대표메뉴는 황발이밥상, 봄날밥밥상 한상차림이 있다.

SEOSAN 25



선샤인 랜드

개화기 한성의 풍물이

상징적으로 재현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장으로 

국내 최초 민관합작 

드라마 테마파크

N
O
N
S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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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복탕과 고소한 우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강경 맛집이다.

주소 ㅣ 강경읍 금백로 34 

영업시간 ㅣ 09:30 ~ 21:30 / 연중무휴

전화 ㅣ 041-745-4836

깔끔하고 

고소한 

우어의 참맛

강경
근대문화
역사거리

강경
젓갈전시관시관

NONSAN 27



태평식당

늘커피

어드레스 카페

산지커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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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국물을 자랑하는 복탕과 감칠맛이 일품인 복찜

으로 유명한 강경 맛집이다.

영업시간 ㅣ 10:00 ~ 20:00 / 연중무휴

주소 ㅣ 강경읍 옥녀봉로35번길 9  전화 ㅣ 041-745-0098

탑정호 인근, 깔끔한 외관과 넓은 정원에서 커피 한잔

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카페이다.

영업시간 ㅣ 10:00 ~ 20:00 / 연중무휴

주소 ㅣ 논산시 가야곡면 탑정로 802  전화 ㅣ 041-742-7077

탑정호 인근, 수제 연산대추차와 팥빙수를 맛볼 수 

있는 독특하고 예쁜 외관을 자랑하는 힐링 카페이다.

영업시간 ㅣ 10:00 ~ 23:00 / 주일휴무

주소 ㅣ 논산시 가야곡면 탑정로 798  전화 ㅣ 010-3684-3315

아름다운 탑정호를 한눈에 바라보며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경치 맛집이다.

영업시간 ㅣ 11:30 ~ 22:00 / 연중무휴

주소 ㅣ 논산시 가야곡면 탑정로 902   전화 ㅣ 041-741-0900

탑정호

강경 옥녀봉

NONSAN 29

유순한 금강이 흐르고,

아담한 옥녀봉과 채운산이

알맞은 거리를 두고

마주한 사이에

올망졸망 읍내가 보이는 강경!



계룡산

G
YE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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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골짜기와 

바위, 나무를 둘러보면 

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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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두마면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카페이다. 홀인커피는 

신선한 원두로 로스팅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커피만을 드릴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로 한번 오면 

계속 찾고 싶은 하는 기분 좋은 단골 카페이다.

전화 ㅣ 042-840-5802

영업시간 ㅣ 10:00 ~ 20:00 / 연중무휴

주소 ㅣ 계룡시 두마면 왕대로 108

아기자기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감성 카페

GYERYONG 31



스페인어로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르볼그란데366카페는 1~2층 넓은 내부와 

야외 테이블, 2층 테라스까지 있어 한적한 시골 풍경과 탁 트인 전망을 보며 힐링하기 

제격이다. 야외에는 500년 넘은 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고즈넉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고즈넉한 

감성 자극 카페

주소 ㅣ 계룡시 엄사면 양정향한길 223

영업시간 ㅣ 11:00 ~ 22:00 / 연중무휴

전화 ㅣ 042-84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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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평양냉면의 현지인이 사랑하는 계룡 맛집 명가계룡면옥은 행정안전부와 계룡시가 

지정한 물가안전 착한 가격업소이다. 한우로 우려낸 정성스러운 육수와 직접 뽑은 면발의 

물냉면과 비빔냉면이 주메뉴이며, 정육점이 함께 있어서 정육점 가격으로 저렴하게 품질 

좋은 한우를 즐길 수 있는 정육식당이다.

주소 ㅣ 계룡시 새터산길 4 영업시간 ㅣ 10:00 ~ 22:00 / 명절 당일 무휴 전화 ㅣ 042-841-4134

미르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아기자기

한 소품들이 가득하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이 딱 떠오르는 

비주얼로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들

끼리 오기 좋은 곳이다. 첫 손님의 식삿값 

5% 매일 누적하여 월드비전 후원 아동

에게 선물하고 있다.

주소 ㅣ 계룡시 엄사면 전원로 5-11

영업시간 ㅣ 11:30 ~ 20:30 / 토요일 휴무
                브레이크타임  14:30 ~ 17:30

전화 ㅣ 042-841-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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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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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시민의 문화 발전과

공동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 중심 공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옛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종과 아름다운 꽃들로

꾸며진 산책코스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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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 시범사업 선정업체 농가맛집 아미

여울은 꺼먹지 비빔밥과 꺼먹지 황태조림, 

아미여울 한상 등 당진의 향토 식재료인 

꺼먹지를 대표메뉴로 내걸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식당이다. 

주소 ㅣ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848

영업시간 ㅣ 10:00 ~ 22:00 / 연중무휴

전화 ㅣ 041-352-3800

당진의 향토

식재료 사용

아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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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산
수목원

당진천
벚꽃길

집 밥이 그리울 땐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가정식 백반 

2016년부터 운영이 되었으며 어르신들이 백반 전문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식당이며 점심백반 6,000원, 두부

김치 및 두부판매를 하며 2019년 우수사업단 선정 인센티브 

지원까지 받은 식당이다.

주소 ㅣ 당진시 당진중앙2로 85-6

영업시간 ㅣ 평일 11:00 ~ 14:00 / 점심 영업만 진행 중 

전화 ㅣ 041-352-6185

DANGJI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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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 

1만 5천의 왜군과 
싸우다가 수적 열세였지만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장렬히 전사한 700의 승병들의 
유해를 모신 호국영령의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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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백의총

전화 ㅣ 041-753-2206

수심대
조헌사당
(표충사)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이 들어간 오리주물럭은 청솔가든의 대표

메뉴이다. 인삼의 본 고장 금산답게 인삼도 넉넉히 들어가 있으며, 

청솔가든만의 비법 육수로 감칠맛을 더했다. 콩나물무침, 깻잎

무침, 마늘종, 간장고추, 동치미 등 토속적인 반찬으로 입맛을 

돋우어 주고 오리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 먹고 나면 든든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영업시간 ㅣ 11:00 ~ 19:00 / 연중무휴

주소 ㅣ 금산군 복수면 수심대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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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ㅣ  11:00 ~ 19:00 / 겨울 11:00 ~ 18:00 / 연중무휴

주소 ㅣ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588 전화 ㅣ 041-752-2638

금산 어죽으로 유명한 원골식당은 원골인공폭보 근처에

있어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 어죽의 비린 맛을 잘 잡아낸 원골식당은 어죽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다.

천내리 
용호석

금산 대둔산 맛집 ‘황토집사람들’은 자연 경관과 어우

러진 토속 음식점이다. 오랜 단골부터 처음 발길 한 

여행객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이곳은 

넉넉하고 편안한 분위기, 정갈한 음식으로 무려 15년 

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영업시간 ㅣ 09:00 ~ 21:00 / 연중무휴

주소 ㅣ 금산군 진산면 태고사로 444  전화 ㅣ 041-752-4110

진산
역사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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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대왕태실

영업시간 ㅣ 평일 11:00 ~ 20:00 / 주말 11:00 ~ 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주소 ㅣ 금산군 금성면 용천로 340  전화 ㅣ 010-9754-6972

친환경적인 싱그러운 인테리어로 카페 모든 곳이 포토

존인 더버킷유니온은 금산 파초리 시골마을에 자리하고 

있어 감성적이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방문 

전에 인스타그램을 확인해는 것이 좋다.

금산 추부추어탕마을의 원조 집으로 살아있는 국내산 미

꾸라지(추어)를 믹서로 갈지도 않고 24시간 이상 푹 고와 44

뼈까지 삭혀 추어탕을 만드는 게 특징이다. 영양소가 풍부

하고 추어 양도 많아 걸쭉하고 진국이며 어머니 손맛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추어탕 전문점이다.

영업시간 ㅣ 09:00 ~ 20:00 / 연중무휴

주소 ㅣ 금산군 추부면 상마전길 9-3 전화 ㅣ 041-752-5318

금산충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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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남지

사계절이 아름다운 

관광지인 궁남지는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한 무왕의 

서동요 전설이 깃든 곳

BU
Y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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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관광명소 궁남지 바로 옆에 위치하였으며 여름이 되면 연꽃밭으로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다. 연꽃축제 기간에도 그 외기간에도 손님이 끊이질 

않으며, 267브런치세트, 커피, 에이드, 팥빙수 외 여러 종류의 디저트와 다양한 음료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시원하게 목축이고 머물고 갈수 있는 부여 브런치카페이다.

궁남지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며 힐링

주소 ㅣ 부여군 부여읍 서동로 56

영업시간 ㅣ 09:30 ~ 23:30 / 연중무휴

전화 ㅣ 041-835-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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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레시피로 블렌딩

한 좋은 원두와 맛있는 커피, 빵이 있는 

120평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이다.

주소 ㅣ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24. 1층

영업시간 ㅣ 08:00 ~ 24:00 / 연중무휴

전화 ㅣ 041-834-7799

멋스러운 한옥 카페로 넓은 잔디마당에 

하늘과 주변 풍경이 조화를 이루고 

비가 오는 날은 더욱 운치 있는 예쁜 

정원이 있다. 야외 잔디밭 끝에 높은

댕이 의자가 있어서 인증샷 촬영도 

가능하고 2층 카페의 확 트인 전망에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망 좋은 

카페이다.

주소 ㅣ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325-34

영업시간 ㅣ 11:00 ~ 22:00 / 
                 매월2, 4번째 목요일 휴무

전화 ㅣ 041-83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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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곳을 벗어나 한적한 백마강 변에 위치한 2층 건물의 한식당이다. 치자와 백력초로 

색을 낸 삼색밥을 기본으로 한 세트 메뉴와 여름에는 삼계탕, 겨울에는 전국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부여의 버섯을 재료로 하는 버섯전골을 선보인다.

주소 ㅣ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555 영업시간 ㅣ 10:30 ~ 20:30 / 명절휴무 전화 ㅣ 041-837-1255

50여 년 동안 남도 음식으로 식당을 

운영하신 어머님과 40여 년 동안 한우

업에 종사해온 남편과 함께 15년 동안 

한우전문점을 해온 노하우로 인해 전국

에서 한우암소 등급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드릴 수 있음을 

자신하고 있다.

주소 ㅣ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56

영업시간 ㅣ 11:00 ~ 22:00 / 연중무휴

전화 ㅣ 041-835-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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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량포구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서천 마량리 마량포구는 

한자리에서 해넘이까지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두 배의 

기쁨을 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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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 핑크 카페」인 도시탐험 카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장항과 

서천에 대한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자 

라운지이다. 모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성

되어 있어 Screen 영상상영, 인문학강좌, 

각종 모임 등이 가능하다.

주소 ㅣ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1번길 27

영업시간 ㅣ 10:00 ~ 19:00 / 월요일 휴무

전화 ㅣ 041-956-2277

「두빛나래」란 두 개의 빛나는 날개를 가진 

순우리말로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한 쌍의 

날개가 되어 서로 상생하며 소통하는 공간

이다. 장항제련소의 벽돌 느낌을 살려 아담

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내며, 여행 중 

잠시 머물며 달달한 커피향과 함께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주소 ㅣ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29번길 37

영업시간 ㅣ 09:00 ~ 21:00 / 연중무휴

전화 ㅣ 041-956-8255

장항스카이워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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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리갈대밭

영업시간 ㅣ 10:00 ~ 19:30 / 연중무휴

주소 ㅣ 서천군 한산면 갈숲길 21 전화 ㅣ 041-951-1894

100일간의 발효 숙성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천연발효주이다. 삼화양조장에서 

운영하는 삼화양조장 소곡주카페에 가면 한산 소곡주도 

맛볼 수 있으며, 소곡주의 유래도 들을 수 있다.

영업시간 ㅣ 11:00 ~ 19:00

주소 ㅣ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82  전화 ㅣ 041-951-5573

냉면 맛집 수정냉면에서는 서천군에서 맛보는 최고의 

, 회냉면까지 냉면의 진수를 시원한 물냉면부터 비빔냉면,

맛볼 수 있다. 100 전분으로 냉면사리를 만들기 % 고구마 전

좋다.  때문에 더욱 쫄깃하고 맛이 좋판교
시간이멈춘마을

타임머신을 타고 

1930년 어느 거리에 

서 있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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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ㅣ 11:00 ~ 20:00

주소 ㅣ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85 전화 ㅣ 041-951-5621

진미식당 콩국수는 우리지역 서천의 농부들이 직접 농사

지은 서리태 콩으로만 정성스럽게 갈아 만드는 2대째 내려

오는 원조 콩국수 집이다. 콩국수와 함께 고소한 콩전은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다. 

영업시간 ㅣ 11:30 ~ 21:00

주소 ㅣ 서천군 장서로29번길 24 전화 ㅣ 041-956-5494

서천에서 유일하게 생꽃게의 살살을 발라내어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에 버무린 꽃게무침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익히지 않은 

꽃게 살을 일일이 빼내어 매콤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나오며

맵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즐길 수 있다.

산막골 성지

박해를 피해

 숨어 든 신자들이 

모여 살던 곳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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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호 출렁다리

청양을 상징하는 

고추모형의 주탑을 

통과한 후 천장호수를 

가로지르며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이색 명물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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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ㅣ 041-943-6617

청양의 대표 관광지 칠갑산 등산로 출발점에 위치해 있어서 

등산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칠갑산 맛집이다. 대표 

메뉴는 직접 만든 두부와 청국장, 비빔밥이며, 그 외의 메뉴들 

역시 추천할만한 맛이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처럼 푸짐하고 

정겨운 시골 밥상이다. 

영업시간 ㅣ 10:00 ~ 20:00 / 연중무휴

주소 ㅣ 청양군 대치면 한티고개길 1

칠갑산
칠갑산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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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메르시는 충남도립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있는 카페다. 예쁘고, 세련된 인테리어뿐 

아니라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주소 ㅣ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35-28

영업시간 ㅣ 10:30 ~ 21:30 / 월요일 휴무 

전화 ㅣ 041-942-3465

고운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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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옥가옥 앞마당에 위치한 한옥카페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드는 곳이다. 본관, 별관으로 이뤄져 있고 카페 곳곳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곳이다. 음료를 시키면 떡과 약과를 서비스로 

주는 시골의 정이 넘치는 청양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 카페이다.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방기옥가옥

주소 ㅣ 청양군 남양면 나래미길 60-4

영업시간 ㅣ 11:00 ~ 21:00 / 월요일 휴무 

전화 ㅣ 041-942-0388

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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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당항

잔잔한 은빛 수면으로 

석양이 아름다우며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과 어우러진 

수산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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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ㅣ 041-631-6609

남당한 근처 오션뷰 갤러리 카페 짙은은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로 카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옷칠공예, 한국화, 설치

미술, 민화, 한국화, 서양화 등 전시를 운영하여 커피 한 잔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영업시간 ㅣ 10:00 ~ 20:00
                 휴무일 등 별도확인

주소 ㅣ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689

미술관이

생각나는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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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비츠

에덴힐스

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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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의 카페이다.

영업시간 ㅣ 11:00 ~ 20:00 / 휴무일 등 별도확인

주소 ㅣ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435번길 25 

전화 ㅣ 070-8805-9855

영업시간 ㅣ 11:00 ~ 21:00 / 연중무휴

주소 ㅣ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72번길 1

전화 ㅣ 041-631-1052

오션 뷰와 야외 테이블이 있는 카페이다.

영업시간 ㅣ 평일 10:00 ~ 18:00 / 주말 10:00 ~ 19:00

주소 ㅣ 홍성군 서부면 와룡로126번길 76-24

전화 ㅣ 041-633-9766

넓은 카페부지, 야외 공원 등이 있는 카페이다.

영업시간 ㅣ 11:00 ~ 21:00 / 연중무휴

주소 ㅣ 홍성군 구항면 구성북로202번길 7

전화 ㅣ 010-9322-6692

자연과 어우러진 애견동반이 가능한 카페이다.

죽도는 천수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작고 

아름다운 섬으로 

낭만과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천혜의 섬

홍성읍과 서해의 천수만이 

그림같이 펼쳐져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드는 산

죽도

백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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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예당호를 상징하는 국내 최장 출렁다리

은은하게 흔들리는 출렁다리는 

수면 위를 걷는 듯한 

색다른 감동을 주며 

주탑의 바닥 아래로 수면이 

훤히 보이며 아찔한 추억을 선사

예당호 음악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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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호 출렁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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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주변에서 채취한 

자연산 산나물을 주재료

수덕사 산채정식은 덕산면 일대 수덕사 주변에서 

채취한 자연산 산나물을 주재료로 하여 차린 백반 

한 상을 말하는 것이다. 수덕사 산채정식은 어류와 

육류가 주된 재료인 다른 향토 음식과는 달리 청정한 

자연에서 채취한 산나물과 각종 약초로 차려진다. 

산나물 특유의 맛과 향에다가 조미료 없이 고유의 

비법이 가미된 식품이다. 

주소 ㅣ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근처 (수덕사 입구 쪽)

전화 ㅣ 041-335-5444 (한국외식업예산지회)

수덕사

60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구경한 후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주변에는 어죽, 냉면, 매운탕 

등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와 예당호수카페 등 예당호 

출렁다리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다.

주소 ㅣ 예산군 대흥면 후사리 33 근처

전화 ㅣ 041-335-5444  (한국외식업예산지회)

예당호

예당호

경관이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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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지 할미할아비바위

넓은 백사장과 

할미할아비바위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곳

2개의 바위 너머로 
붉게 물드는 낙조는 

태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풍광 중 으뜸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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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먹을거리가 

한 곳에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모듬회”와 겨울철 별미 “간자미회, 간자미

회무침”, 5~6월부터 제철인 아나고두루치기가 대표음식이며 

만리포해수욕장, 천리포해수욕장과 천리포수목원이 가까이에 

있어 맛있는 음식과 보고 즐길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주소 ㅣ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277

영업시간 ㅣ 09:00 ~ 21:00

전화 ㅣ 041-672-9170

천리포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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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회복과

빈혈예방에 좋은

낙지

타우린 성분이 많아 시력회복과 빈혈 예방에 좋은 

낙지는 이원면·원북면 앞 갯벌에서 5~6월경에 

많이 잡힌다. 육수와 박속 등 야채가 가득 담긴 

냄비에 살짝 익혀내어 먹으면 낙지의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이원면 지역의 대표음식인 박속밀국

낙지를 다 먹고 난 후 수제비를 끓여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주소 ㅣ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39

영업시간 ㅣ 09:00 ~ 20:00

전화 ㅣ 041-672-8039

신두리해안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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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싱싱하고 

쫄깃한 회

꽃지해변을 걷다가 꽃다리를 지나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싱싱하고 쫄깃한 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유명

하다. 인기메뉴인 한상차림은 회를 비롯해 전복, 꽃게, 해삼 

등 다양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이다.

주소 ㅣ 태안군 안면읍 방포항길 64

영업시간 ㅣ 09:00 ~ 22:00

전화 ㅣ 041-674-0026

안면도
자연휴양림

안면암면암

TAEAN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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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충청충청충청남도남도남도남도
한 한 한 한 눈에눈에눈에눈에보보보보는는는는

1. 1. .천안역 천안역 천안역 관광안내관광안내관광안내광 소소소소
천천천안시 동안시 동안시 동남구 대남구 대남구 대흥로 흥로 흥로 239239239 ㅣㅣ 04104041-521521521-20382038038

2. 2.2.천안종합천안종합천안종합터미널 터미널 터미널관광안내관광안내관광안내소소소
천천천안시 동안시 동안시 동남구 만남구 만남구 만남로 남로 남로 43434 ㅣㅣㅣ0410414 --569569569---00410041004

3. 3.3. 천안아산천안아산천안아산역 관광역 관광역 관광안내소(안내소(안내소(천안)천안)천안)
아아아산시 배산시 배산시 배방읍 희방읍 희방읍 희망로 망로망로 100100100 ㅣㅣㅣ 04104141-531531531-5322532322

천안시천안시천안시청 문청 문청 문화관광화관광화관광과과과과 041041041---521521521---515515515888

1. 1. 1. 공산성 공산성 공산성관광안내관광안내관광안내소소소
공공공주시 웅주시 웅주시 웅진로 진로 진로 282802800 ㅣ 041041041---856856856-770077007700

2. 2.2.무령왕릉무령왕릉무령왕릉관광안관광안관광안내소내소내소
공공공주시 왕주시 왕주시 왕릉로 릉로 릉로 로로로 37377--222 ㅣㅣㅣ 041041041--8568566-315131513151

3. 3.3.공주역 공주역 공주역 관광안내관광안내관광안내소소소
공공공주시 이주시 이주시 이인면 새인면 새인면 새빛로 빛로빛로 10010010 ㅣㅣ 04104104 -852852852-851385138513

4. 4. 4. 공주터미공주터미공주터미널 관광널 관광널 관광안내소안내소안내소
공공공주시 신주시 신주시 신관로 관로 관로 74747 ㅣㅣ44 04104041--8528528522---556755675567

공주시공주시공주시청 관청 관청 관광과 광과 광과 041041041---840840840---808808808111

대천역대천역 대천역 관광안내관광안내관광안내소소소
보보보령시 대령시 대령시 대해로 해로 해로 116116116 ㅣㅣ 041041041-93093093093 -098009800980

성주사지성주사지성주사지관광안관광안관광안내소내소내소
보보보령시 성령시 성령시 성주면 심주면 심주면 심원계곡로원계곡로원계곡로 999999 ㅣㅣㅣ 041041041--930930930-098009800980

대천해수대천해수대천해수욕장 시욕장 시욕장 시민탑광장민탑광장민탑광장관광안관광안관광안내소내소내소
보보보령시 대령시 대령시 대해로 해로 해로 889889889 (신흑(신흑(신흑신흑동) ㅣ동) ㅣ동) ㅣ 04041041-9309309 -3748374837484

대천해수대천해수대천해수욕장 머욕장 머욕장 머드광장 드광장 드광장 광장관광안내관광안내관광안내소소소
보보보령시 머령시 머령시 머드로 드로 드로 123123123 (신흑(신흑(신흑동) ㅣ동) ㅣ동) ㅣ 041041041---930930930--388738873887

석탄박물석탄박물석탄박물관 관광관 관광관 관광안내소안내소안내소
보보보령시 성령시 성령시 성주면 성주면 성주면 성주산로 주산로주산로 508508508 ㅣㅣㅣ88 041041041--934934934---1902190290

충청수영충청수영충청수영성 관광성 관광성 관광안내소안내소안내소안
보보보령시 오령시 오령시 오천면 소천면 소천면 소성리 성리 성리 655655655 ㅣㅣ041041041---930930930---098009800980

분수광장분수광장분수광장관광안관광안관광안내소 (내소 (내소 (비상설)비상설)비상설)
보보보령시 신령시 신령시 신흑동 흑동 흑동 220922092209---111

보령시보령시보령시청 관청 관청 관광과광과광과과과

온양온천온양온천온양온천역 관광역 관광역 관광안내소안내소안내소
아아아산시 온산시 온산시 온천대로 천대로 천대로 149614961496 ㅣㅣ041041041---5405405400--251725172517

천안아산천안아산천안아산공동홍보공동홍보공동홍보관관관
배배배방읍 희방읍 희방읍 희망로 망로 망로 00100100 ㅣㅣ 041041041---538538538--801880188018

아산시아산시아산시청 문청 문청 문화관광화관광화관광과과과과과

서산시서산시서산시청 관청 관청 관광과광과광과과 041041041---660660660-249249249999

1. 1 해미읍성해미읍성미읍해미읍성관광안관광안관광안광안내소내내소
해해해미면 남미면 남미면 남문문문문22로 로로 1551551555 ㅣ041410411--66066060-306906930069

2. 2 용현관광용현관광용현관광안내소안내소안내소내
운운운산면 마산면 마산면 마면 애삼존불애삼존불애삼존불존 길 길 길 242 ㅣㅣ4 041041041-662626662-211321131

3.3. 3. 팔봉산관팔봉산관팔봉산관관광안내소광안내소광안내소안
팔팔팔봉면 팔봉면 팔봉면 팔팔봉산로 봉산로봉산로봉산봉 100000 ㅣ041044 -66266266266 -200420042004

4. 44. 삼길포관삼길포관삼길포관길 광안내소광안내소광안내소
대대대산읍 삼산읍 삼산읍 삼길포길포길포111로 로 로 7171 ㅣㅣ 041041-66262662-08191081919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관광안내관광안내관광안내소소소
  충남 논충남 논충남 논산시 반산시 반산시 반월동 월동 월동 3232322 ㅣㅣ041041041-7467467466-5945945945594

논산시논산시논산시청 관청 관청 관광체육광체육광체육과과과과

계룡시청 문화체육과  과 042-840-2402

당진당진당

서산서산서산

홍성홍성홍

보령보령보보

서천서천서천서천

태안태안태안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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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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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종합 관광안내소
   부여군 성왕로 247-9 ㅣ 041-830-2880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218

1. 서천종합 관광안내소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855번길 2 ㅣ 041-952-9525

서천군청 관광축제과  041-950-4019

예산예산예

아산아산아
천안천안

공주공주공주

청양청양청양양

부여부여부부여

논산논산논논산

금산금산금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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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금산군 관광안내소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3 ㅣ041-751-2484

금산군금산군군청 관청관관광문화광문광문화체육과과체육과과

1. 1 충남종합합합관광안광광안내소내소소내
   부여군 성여군 왕로 로 2474 -9ㅣ 041-830830-288088088

부여군청 문화관광과과 041-830-2218

1.태안군 태안 관광안내관 소
태태안군 남군 면 천수면천 만로 로 467 6 ㅣ 041-6707 -254343

태안군태안군안군청 관광진흥광진진흥과과과 041041-670706 ---277277277222

1.예산군 산군관광안내안 소
예예산군 덕군 산면 온면 천단지천 2로 11ㅣ 041-339-8930

예산군군군청 문 문청 화관광화관관광과과과 0410 -3393 -73233

1.홍성역 관광안내소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4204 -11ㅣ 041-633-1141

2.남당항 관광안내관 소
   홍성군 서부면 남면 당리 859-3 ㅣ 041-634-7650

홍성군홍 문화문 관광과과과 0410 -630--125254

1. 1 서천종합서천종종 관광안관광안내소내소소
   서천군 마군 서면 장면장산로 산산로로 85585 번길 번길번길 2 ㅣ 04104 -952-952595255

서천군청 관광축제과과 041-950-4019

충남도남도남도청 관청청관광진흥진 과과과 0410 -6356 5-2444 2

청양군청 미청 래전략과과 041-9404 -249222

당진시당진시당진시청 문청 청 화관광관광화관광과과과과 0414141--350500-3599222

계룡계룡계룡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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