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인산 자연휴양림

유성구

대덕구

서구

중구

동구
대전아쿠아리움

상소동 산림욕장

대전시립박물관

국립대전숲체원

우암사적공원

계족산 황톳길,  
장동 산림욕장

대동하늘공원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카리용 A
A

A
A

A
A

A

대전도심 누리코스 

관내테마투어

대전도심 마실코스 

대청호 낭만코스 

산책 힐링코스 

토요나들이 1

토요나들이 2

일요나들이 

과학체험 나들이투어

A 과학체험 나들이투어

주말 순환코스

A 남부·보문산 코스

A 대청호 코스

야행대전

A 야행대전 1

A 야행대전 2

옛터 민속 박물관

유성온천 족욕체험장

유림공원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대전문화예술단지

대청댐물문화관

대청호오백리길 5구간

추동인공생태습지

국립중앙과학관

신세계

솔로몬파크

천연기념물센터

대전곤충생태관
동춘당

테미오래

엑스포과학공원

이응노 미술관

장태산자연휴양림

사정공원

오월드

뿌리공원

신채호선생생가

유회당

보문산 전망대

세천공원

대청댐로하스에코공원

신탄진역

한밭교육박물관

한밭수목원

대전도심 누리코스 

대전도심 마실코스 
야행대전 1

일요나들이

토요나들이 2

소제동 관사촌

중앙시장

과학체험 나들이투어

대청호 코스

남부·보문산 코스

야행대전 2

엑스포다리

대청호 낭만코스 

토요나들이 1

산책 힐링코스 

대청호반

명상정원

관광안내 연락처

대전지역 관광안내소

대전 종합관광안내센터  

(042)861-1330
대전 트래블 라운지  

(042)221-1905
서대전역 안내소  

(042)523-1338
대전 복합터미널 안내소  

(042)633-1355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  

(042)270-3972
대전광역시 관광협회  

(042)226-8413
전국 관광 안내전화  

국번없이 + 1330

관광안내 연락처

Pre-Booking and Pay

Daejeon City Tour 
Information

General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eople with disabilities, 
men of national merit, 

people aged 65 or older

Group
(more than
20 people)

Intra
-City Tour KRW10,000 KRW 8,000 KRW 7,000 KRW 7,000

Science
outing tour KRW 10,000 KRW 8,000 KRW 7,000 KRW 7,000

night tour
(expect in

July~september)
KRW 5,000 KRW 4,000 KRW 4,000 KRW 4,000

Circular Tour KRW 5,000 KRW 4,000 KRW 4,000 KRW 4,000

※�Please submit with documented evidence.  
(advance booking is necessary.)

Payment

Free of charge :   Tourist staying at the certified accommodations in 
Daejeon(one free ride within the period of stay),birthday on the 
day of boarding, less than 36 months old

Discount 50% :   discount for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income, multi – 
cultural families, korail  tour-pass foreign passenger 
※Please submit with documented evidence.( advance booking is necessary.)

Th
em

e 
to

ur

ㆍ2 Days before : 70% 
ㆍ1 Day before   : 50% 
ㆍOn the day of tour :  No refund 
     ※�Applied based on the business hours on weekdays.

Refund Policy

Boarding Venue :   Daejeon City Tour Platform 
[Come out via Exit No.4 of west Plaza Of daejeon 
station – subway daejeon station, city tour platform 
on the right]

Boarding information :   priority given to the booking holders/ show 
boarding pass at the starting site. 
Onsite ticket purchases are possible at the 
starting site if seats are available.

Use Guide

Online booking:   www.daejeoncitytour.co.kr 

Telephone booking :   (042)254-4555 / mon-fri. 09:00-18:00 
※�Booking change/ cancellation can be done 

only via landline telephone call (042-254-4455)

booking method

English version included

Intra-City Tour A tour course various tour spots in Daejeon with  
a cultural tour guide

Center Masil Tour

❶Mt. Bomun Obervatory   ❷Teminorae   ❸Daejeon Municipal Museum  
❹National Center for Forest Education, Daejeon

WED / 10:00 - 17:30

Daecheongho Nangman Tour

❶Carillon(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❷Ppuri Park(HYO Culture Promotion, the Korean Genealogy Museum) 
❸Daecheongho Obaekri-Gil 5th trail    ❹Daecheongho Meditation Garden

THU / 10:00 - 17:30

Healing stroll Tour

❶Mt. Jangtae National Forest ❷Yeter Museum ❸Sangso-dong Forest park

FRI / 10:00 - 17:30

Satur-Outing Tour

❶Yurim park ❷Yuseong Hot Spring Public Foot Bath Experience (Towels not provided) 
❸Jangdong Recreational Forest/Mt. Gyejoksan Red Clay Trail  ❹Uam Historical Park

SAT/ 10:00 - 17:30

Satur-Outing Tour (Jul-Aug)

❶Manin Mt. National Forest  ❷Gabcheon water sports experience  
❸Daejeon Art Complex

SAT/ 10:00 - 17:30

Sun-Outing Tour

❶Hanbat Museum of Education  ❷Dongchundang  
❸Chudong Artificial Ecological Wetland - Daecheong 

SUN / 10:00 - 17:30

Center Nuri Tour

❶Daedong Sky park   ❷Sojedong former official residence   ❸Hanbat Aboretum  
❹LeeUngno Museum

TUE / 10:00 - 17:30

Science Outing 
Experience Tour

❶ Solomon Law Park ❷Shinsegae Art&Science(Free time for 
lunch) - National Science Museum - National Heritage Center 
- Insect Ecology Museum/Tropical Botanical Garden

Science Outing 
Experience Tour

A tour course to experience the science 
theme of Daejeon with a Cultural tour guide

SAT / 10:30 - 17:50

Night Daejeon A tour course to enjoy night of Daejeon selected  
as a city specializing in night tourism

Night Daejeon 1 ❶ Mt. Bomun Obervatory ❷Ppuri Park

Night Daejeon 2 ❶ Expo Hanbit Tower ❷Expo Hanbit Plaza Music Fountain & 
Media  Facade Performance FRI / 18:30 - 22:00

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전역

서대전역

※Included free time for lunch at Daejeon Station (*lunch is not included)

Circular Tour A tour course which you can make your own travel 
with bus-timetable

❶Daejeon Station ❷SeoDaejeon Station ❸Mt. Bomun Sajeong Park ❹HYO World 
(Ppuri Park) ❺O-World ❻Yuhoedang ❼Birthplace of Danchae Shin Chae-ho 
❶Daejeon Station

❶Daejeon Station ❷Sintanjin Station ❸Daecheongho LOHAS Eco Park 
❹Daecheong Dam ❺Daecheongho Meditation Garden  ❻Daecheongho Lake 
Ecological Park  ❼Secheon Park ❽Daejeon Station

**It is possible to hop-on and off at the point you want as the timetable during one day.

Southern , Bomunsan Course

Daecheong Lake Tour

Tip

Daejeon City Tour 

사전예약 안하면 자리없슈



해설사 없이 버스시간표를 보고  
자유롭게 둘러보는 나만의 투어코스

순환코스

Circular Tour

09:20 / 12:40 / 15:50 출발시간

남부·보문산 코스

2시간 20분 소요

순서 1회 2회 3회

❶  대전역(출발) 
Daejeon Station

09:20 12:40 15:50

❷  서대전역 
SeoDaejeon Station 

09:40 13:00

❸   보문산 사정공원 
Mt. Bomun Sajeong Park

09:55 13:15 16:15

❹  효월드 [뿌리공원] 
HYO World (Ppuri Park)

10:10 13:30 16:30

❺ 오월드  O-World 10:20 13:40 16:40
❻ 유회당 Yuhoedang 10:45 14:05 17:05
❼  신채호생가 Birthplace 

of Danchae Shin Chae-ho
11:05 14:25 17:25

❶  대전역(도착) 
Daejeon Station

11:40 15:00 18:00

※ 도로 교통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9:40 / 13:00 / 16:00 2시간 20분 소요 출발시간

순서 1회 2회 3회

❶  대전역(출발) 
Daejeon Station 09:40 13:00 16:00

❷  신탄진역 
Sintanjin Station 10:10 13:30 16:30

❸   로하스에코공원
Daecheongho LOHAS Eco Park 10:25 13:45 16:45

❹  대청댐 Daecheong Dam 10:40 14:00 17:00
❺  명상정원 Daecheongho 

Meditation Garden 11:10 13:40 17:30

❻  대청호 수변생태공원 
Daecheongho Lake Ecological 
Park

11:15 14:35 17:35

❼  세천근린공원 
Secheon Park

11:30 14:50 17:50

❶  대전역(도착) 
Daejeon Station

12:00 15:20 18:20

대청호 코스 Daecheong Lake Tour

야행대전 
7~9월, 
금요일 저녁

야행대전 (1,3주) 

야행대전 (2,4주) 

대전역

18:30 출발

보문산 전망대

19:00~19:50

뿌리공원

20:20~21:30
대전역

22:00 도착

대전역

18:30 출발

엑스포 한빛탑

19:00~19:50 20:20~21:30
대전역

22:00 도착

엑스포 미디어파사드 
관람 및 엑스포다리

대동하늘공원

소제동관사촌

10:20~11:20 11:40~12:20
대전역

10:00 출발

12:30~13:30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이응노미술관

15:20~16:00

엑스포  
과학공원

16:10~16:50

17:30 도착

대전역
(중앙시장)
자유중식

대전도심 누리코스 (화)

관내 테마투어 화~일

※ 계절, 축제, 행사 등 관광수요에 따라 운행 코스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aejeoncitytour.co.kr)

대전도심 마실코스 (수)

보문산전망대 테미오래

10:20~11:20

11:35~12:20

10:00 출발

12:30~13:30

17:30 도착

대전국립숲체원

15:20~16:20

대전시립박물관

14:00~14:50

대전역
대전역
(중앙시장)
자유중식

대청호 낭만코스 (목)

10:00 출발

12:30~13:3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카리용

10:20~10:50

한국효문화진흥원,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11:10~12:1017:30 도착

명상정원

15:35~16:45

대청호  
오백리길 5구간

14:10~15:20

대전역
(중앙시장)
귀환 후 중식

대전역
대전역
(중앙시장)
자유중식

일요나들이 (일)

한밭교육박물관

10:10~11:10

동춘당

11:20~12:10

대청댐 물문화관

15:30~16:40

추동인공 생태습지

14:00~15:10

12:30~13:30

대전역
10:00 출발

17:30 도착

대전역
(중앙시장)
자유중식

토요나들이 (하계7~8월, 토)

10:00 출발

12:30~13:30

만인산 자연휴양림

10:40~11:50

17:30 도착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14:00~15:40

15:50~16:50

대전역
대전역
(중앙시장)
자유중식

토요나들이 (토)

유림공원

10:30~11:20

우암사적공원

16:30~17:00

계족산 황톳길, 장동 산림욕장

14:00~16:00

대전역
10:00 출발

17:30 도착

유성온천족욕체험

11:30~12:00

12:30~13:30

대전역
(중앙시장)
자유중식

산책 힐링코스 (금)

10:00 출발

12:30~13:30

장태산 자연휴양림

17:30 도착

옛터민속박물관

14:10~15:10

상소동 산림욕장

15:25~16:50

10:40~12:00

대전역
대전역
(중앙시장)
자유중식

과학 체험  
나들이투어 

토요일

      ※ 사전예약자 15명 이상 출발가능                  ※ 출발일 1주일전까지 예약 가능

과학체험 나들이투어 (토)

솔로몬로파크

10:50~12:10

곤충생태관,
열대식물원

16:50~17:20

천연기념물센터

16:10~16:50

국립중앙과학관

14:10~15:50

신세계 Art&Science
자유중식

대전역
10:30 출발

17:50 도착 12:20~14:00

대전의 다양한 코스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투어코스

대전의 과학테마를  
해설사와 함께  
체험하는 투어코스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된 대전을  
만끽하는 투어코스

주말 사전예약 및 결제

ㆍ2일전 취소 환급액 70% ㆍ1일전 취소 환급액 50% ㆍ당일 취소 환급액 없음

환불 규정

구분 일반 중·고생
장애인·국가유공자 
·경로(만65세이상)

36개월이상~초등생

단체 
(20인 이상)

테마투어
(화~일) 10,000원 8,000원 7,000원 7,000원

체험투어
(토) 10,000원 8,000원 7,000원 7,000원

순환투어 
(주말) 5,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야행대전
(7~9월 한정) 5,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할인 및 추가할인 대상자는 증빙가능한 신분증 혹은 자료 필수이용 요금

ㆍ추가 할인:  다문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50% 할인 

코레일 투어패스 외국인 이용객 : 50% 할인
※무료 및 추가할인 대상자 사전예약 필수

ㆍ무       료:    대전시 인증 관광 호텔 투숙시 투숙기간 내 1회 탑승 무료, 

대전시 등록 숙박업체 투숙 외국인 투숙기간 내 1회 탑승 무료,

탑승 당일 생일자, 36개월 미만
※호텔목록 : 대전시티투어 홈페이지 공지 참조

ㆍ탑승장소:  대전역 서광장 시티투어 승강장 
[지하철 대전역 4번 출구로 나오신 후 오른쪽 시티투어 승강장]

ㆍ탑승안내:   예약자 우선/ 출발지에서 시티투어 목걸이 수령 
(잔여좌석에 한해 출발지에서 출발시간 20분전부터 현장승차권구매 가능)

이용 안내

※사전예약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하계 특별 한정 운영)

14:00~15:20

<사전예약코스>

Southern , Bomunsan Course

전화 : (042)254-4555 / 월-금 09:00-18:00

온라인 :  www.daejeoncitytour.co.kr

예약 방법

※단독으로 행사를 원하시는 단체는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 바랍니다.

카카오톡채널 : 리빙인터내셔널 검색 후 채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