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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주무관 섬유세라믹과

김동효 주무관 통상정책총괄과

김미송 사무관 자유무역협정상품과

김시덕 주무관 투자유치과

김정훈 사무관 무역정책과

김태권 사무관 자동차항공과

김헌석 주무관 수출입과

박경원 주무관 창의산업정책관

박윤애 사무관 통상정책총괄과

박혜영 사무관 총괄기획과

송한나 전문관 홍보담당관

오용환 주무관 운영지원과

유은 사무관 기획재정담당관

이장석 주무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임성균 주무관 입지총괄과

임태섭 사무관 통상협력총괄과

정해진 사무관내정 수출입과

최미화 주무관 홍보담당관

한종호 사무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홍길표 주무관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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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춘천닭갈비(첫마을점) 닭갈비 862-8890 세종시 첫마을 D블럭 상가 202동 147호 　

경희네손칼국수 수육, 칼국수 858-9207 장군면 대교길 3 　 　

고복정 장어, 황태 866-1818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409 고복저수지 12인승 18.3㎞(20분)

곤드레추어탕 추어탕, 추어게장정식 862-8876 세종시 장군면 월현윗길 47 가능 10㎞

기서비 단천코다리냉면 명태조림, 코다리보쌈 868-7274 첫마을 메디피아빌딩 208호(버스터미널옆) 　 　

꽃피는 산골 토종닭 862-1888 금남면 두만산동길 152-10 　 　

내고향묵집 묵, 삼계탕 857-4885 공주시반포면공암리 　 　

놀부부대찌개 부대찌게 862-5382 첫마을 4단지 한솔동우체국 맞은편 　 　

두향 두부보쌈, 황태구이찜 867-9991 조치원읍 남리427(남리조치원마트 뒷편) 　

뒤웅박고을 된장정식 866-1114 전동면 청송리 3번지 　

명품한우타운 한우 866-6660 세종시 금남면 신촌리 115  12인승 5.9㎞(10분)

미스터쫀득이 족발, 보쌈, 돼지국밥 868-7882 세종시 한솔동 168-54 세종프라자 114호 　 　

미향아구찜 아구찜, 탕 866-3173 세종시 조치원읍 9인승 13.4㎞(15분)

밍 중식 866-8933 첫마을A상가 128호

바다향
새조개 샤브, 갯장어,

민어전문
862-5677 첫마을 한솔동 우체국 앞 한솔프라자2층 　 　

백년된집
수육, 칼국수, 녹두전, 

한방오리
868-0032 조치원읍 번암안동네길 22번지 12인승 　

백련화가든 민물매운탕, 붕어찜 867-4866 연서면 고복리 585번지 　 18㎞(20분)

보령집 삼계탕, 영양탕 864-3351 금남면 신촌리(금남초교 인근) 　 　

봉서골 흑염소전골, 수육 867-7126 연서면 봉암리 119-9 　

봉평메밀국수 막국수, 보쌈 868-8999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138-1  2층

(세종패션타운내)
　 　

부광장어구이 장어구이 857-7686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266
11인승

   (2대)　
10.3㎞(10분)

부뚜막 김치찜, 전골 865-7940 조치원읍 봉산리 153번지 　

북어찜전문점 한식(북어찜, 북어탕) 866-3344 금남면 용포리 금남면 사무소(대평교회) 부근 　 　

산장가든 통돼지갈비 867-3333 연서군 서면 고복1리 32번지 　

삼백집
콩나물국밥, 

사장국밥, 만두
864-0301 한솔동 첫마을 상가 202동 144호 　

상 해 중식 868-0081 조치원읍 침산리 268-8 9인승 　

샘터산삼가든 삼계탕, 백숙전문 866-4896 금남면 영곡리 21-2 17분

샤브향 세종첫마을점 샤브샤브, 월남쌈 863-4789
세종시 한솔동 노을3로 90번지 

한솔퍼스티움2층
　

석곡오리촌 오리백숙 868-5293 금남면 호탄리 257-1 　

섬마을 회, 갈치조림, 구이 866-9777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203 　

세종한우타운 등심, 갈비 862-8288 조치원읍 신흥리 228

송하한정식 한정식 864-0044 조치원읍 운주산로 72 조형APT옆

수복한정식 한정식 868-2222 세종시 조치원읍 9인승 13.4㎞(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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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낙지 낙지 볶음, 탕 868-5289 조치원읍 번암리 141-6 　

쌈주머니 샤브샤브, 월남쌈 866-1599 한솔동 우체국 앞 　 　

씨엔차이 중화요리 862-8008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685-1 　 12.4㎞(15분)

안정은 아구찜 865-5643 세종시 조치원읍 　 　

야채꽃 샤브 월남쌈 866-3122 첫마을 한솔빌딩3층 (4단지 정문앞) 　 　

용댕이매운탕 메기매운탕 864-9068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102 13㎞(15분)

우담한우
한우, 불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864-9942 나성동 565 세종미디피아 2층(첫마을) 12인승 　

우리밀 만두전골 만두전골 862-5240 한솔동주민센터앞 　 　

원두막 새우탕, 매운탕 867-5727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562 고복저수지 12인승 18.3㎞(20분)

원두막매운탕 민물매운탕 269-0006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727 12인승 16.4㎞(20분)

원조감자탕
감자탕, 등뼈찜, 

소머리곰탕
862-5766 세종시 한솔동 104 한솔빌딩 202 　 　

윤가네 들깨수제비 들깨수제비, 보쌈 867-7263 연서면 봉암리 230-4 　 　

장항선본가
갈비탕, 한우, 
황태비빔냉면

865-6677 연서면 월하리 　 　

정든토담집 떡갈비, 쌈밥 858-2432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43번지 3 

(남양유업입구에서 증촌방향 200m)
15인승 5㎞(10분)

주원부대찌개(첫마을) 부대찌개 862-1232 첫마을 119안전센터 옆 　 　

주원부대찌개(청사점) 부대찌개 862-1132 국무총리실 앞 세종1번가 203호 　 　

주호 복아구 복 매운탕 866-2043 금남면 용포리(서세종농협맞은편) 　 6㎞(7분)

죽림 생등심 866-8955
금남면 축산리

(축산마을회관에서 금강대도 방향 200m)
　 　

진성아구찜 아구찜,해물찜 868-5999 조치원읍 행복3길 12 　 　

청해일식 일식 864-2323 조치원읍 남리 398 　 　

청향일식 생선회 866-7725 조치원읍 남리 430 8인승 13.4㎞(15분)

초향각 중식 867-0902 장군면 봉안리 380-5 　 　

촌집 회초보쌈, 비빕밥 868-7309 조치원읍 번암리(파밀리에 앞) 고가도로옆 　 　

춘천닭갈비(청사점) 닭갈비 862-9202 세종시국무총리실앞 　 　

토모에
초밥, 돈까지, 참치, 

생선회
867-3210

한솔동 한솔프라자 303호
(한솔동 우체국 맞은편)

　 　

한우장군
한우, 특수부,
불고기정식

856-3468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7 25,8인승 8㎞(10분)

항아리 보쌈
보쌈, 쟁반국수, 
파전, 막국수

865-0043 한솔동 노을3로 90(한솔주민센터 맞은편) 　 　

햇님과 달님 새우탕 862-2361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216 15인승 18.3㎞(20분)

홀리차이 중식 867-8007 국무총리실 앞 　 　

홍굴이 해물짬뽕 중식 865-0922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134-8 　 　

홍빈낙원 민물매운탕, 추어탕 853-0808 공주시 금흥동(공주정보고와 교도소사이 구국도) 　

활어회&대구탕 대구지리, 활어회 868-8854 세종시 첫마을 1단지 세종프라자 117호 　

황우제매운탕 민물(참게)매운탕 866-1141 연동면 태산로 101-12 13㎞(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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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손칼국수
들깨수제비, 
해물칼국수

041-853-9566
공주시금흥동 

(장기농공단지삼거리, 공단주유소옆)
　

내고향묵집 묵, 삼계탕 041-857-4885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대가문 한정식 041-855-6373 공주시 소학동 127-18

대왕산삼백숙농원 백숙 042-822-8334 공주 동학사부근 　 　

도가네 식당 메기매운탕 044-863-0333 조치원읍 　 　

동해원 짬뽕 전문점 041-852-3624 공주 신관동 374-8 　 　

드마루 샐러드바, 샤브샤브 043-233-4245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517번지 8층 　 　

미성 한정식, 오리훈제 041-857-1123
공주시 반포면 325-1

(마티고개에서 동학사방향 500m)
　

밤음식농가식당
밤해물파전, 
밤두부전골

041-854-8338 공주시 금성동 192-3 　

산하춘 한정식 043-237-5775 청원군 강내면
15,11
인승

21km(30분)

서해꽃게장 간장게장 전문점 041-854-5080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과학고에서 마티터널 방향 우측 부근)
　 　

싸리골
토속한식, 갈치조림, 

간장게장
041-856-9300

공주방향 마티터널 입구 전방 우측
(크르크다일 매장 통과 후 우회전)

　 　

어씨네본가 장어구이 041-852-7372 공주시 반포면 12인승 20분

엄마의식탁 연잎밥 한정식             041-881-8212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501번지 　 　

엔학고레 백숙, 삼겹살 041-856-6449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454 　 　

옛날 어씨네 장어구이, 참게매운탕 041-852-7340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청벽 갑사입구) 12인승 　

은용골 농장가든 오리훈제(단호박 정식) 041-858-5292 공주시 장기면 은용리 419-3(보광사 입구) 　 　

제일농장식당 한정식 041-855-3590 공주시 금룡동 30-3(장기로 10-21) 　 　

초당칼국수보쌈 칼국수, 보쌈 041-856-4331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473(영상정보대입구) 　 　

충무복집
복요리, 

쇠고기샤브칼국수
043-238-3228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459 45인승 　

한적골 김치찌개, 석갈비 041-852-7236 공주시 금흥동 618-9 　 　

흙가든 오리찰흙구이 043-269-4569 청원군 남이면 8인승 21km(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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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지 초밥, 롤 042-826-0025
유성구 죽동 618-1 (20,000원, 23,000) 

여자적당
　 　

그림을마시다 안동국시, 수육 042-825-4008 유성구 갑동로 15번길 20-15 　 　

다올 산채전문점 042-826-1122 유성구 반석동 130-2(반석로 83) 　 　

리엔차이 중식 042-824-4499 유성구 죽동 627-1 　 　

모정 한정식 042-824-3377 유성구 봉명동 9인승 17km(25분)

밀터해물칼국수 해물파전, 칼국수 042-826-6001 반석서로 39 　 　

바글바글찌개 삼겹살 042-488-6464 유성구 지족동 979-12 　 　

병규 돈가스 돈가즈 두툼 042-861-3929 지적동 902-6(노은역) 　 　

보리골 두부촌
한정식, 손두부, 

돌솥밥
042-823-5011 대전 유성구 반석동 334-3번지 25인승 　

본가장수촌 누룽지 백숙 042-826-6424 유성구 지족동 605-3 　 　

샤브리안 반석점 월남쌈, 샤브 042-826-9252 유성구 반석동 642-1 　 　

식후경 석갈비, 훈제오리 042-824-5656 유성구 외삼동 15인승 10km(15분)

신토불이 오리정식 042-826-5289 유성구 지족동 12인승 11km(17분)

양지뜰 보리밥, 미니족발 042-823-1773 유성구 반석동 630-7 　 　

오류옥천가 한우, 한우청국장, 사장밥 042-823-9877 봉명동 535-4 　

이치고
모듬초밥(17,000원),  

생선초밥(2만 원)
042-825-0974 유성구 반석로 12번길 23 　

청송한우타운 정육점 한우 042-825-8861 유성구 노은동 550-3 　 　

태경청국장 돌솥청국장정식 042-826-5178 유성구 반석동 644-3 1층 　

포춘차이나 중식 042-823-1303 대전 유성구 죽동 623-2(유성여고 입구) 　 　

한알천
들께수제비, 오리훈제, 

능이백숙
042-823-8223

대전 유성구 외삼동 448번지
(국방과학연구소 앞)

후루룩칼국수 낙지소면, 칼국 042-825-7565 유성구 지족동 9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