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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콜센터 120번

Restaurant Guide Book Around DCC

EXPERIENCE AMAZING TASTE OF  

DAEJEON

대전광역시�관광안내소

042-861-1330
➊  대전종합관광안내소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7

042-633-1355
➋  복합터미널관광안내소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042-221-1905

070-4278-6377

➌  대전트래블라운지 
대전시 동구 중앙로 187-1

042-525-1330
➍  서대전역관광안내소 

대전시 중구 오류로 23

C 조이마루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40

D 웰츠타워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22

E 하우스디어반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51번길 19

B 대전신세계 Art&Science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7 CMB 엑스포아트홀

A DCC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F TJB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31

DCC 주변 음식점, 카페존



음식점 카페�/�베이커리 비어펍과일

대전신세계 
Art&Science

지하 1층 푸드코트

1층

2층

6층

7층

38층

3층

5층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7 CMB 엑스포아트홀

B

(한식 11개, 일식 7개, 양식 4개, 중식 4개, 일식 7개, 

베트남식 1개, 카페 4개, 베이커리 11개)

평일 10:30-20:00 

    금,토,일,공휴일 10:30-20:30

  반미프엉 | 바베큐반미 

042-607-8568    매일 11:00-21:30

  분식사우 | 리코타치즈 깻잎 떡볶이 

042-607-8534    매일 11:00-21:30

  서울동 | 우니도로 

042-607-8579    매일 11:00-21:30

  컨버터피자 | 마르게리따 

042-607-8172    매일 11:00-21:30

  탄광 | 숯불함박정식 

042-607-8565    매일 11:00-21:30

  호시카츠 | 로스카츠 

042-607-8566    매일 11:00-21:30

  매드포갈릭 | 갈릭 스테이크 

042-607-8515    매일 11:00-21:30

  메시호산 | 모듬초밥 

042-607-8174    매일 11:00-21:30

  밀화 | 불고기전골 

042-607-8527    매일 11:00-21:30

  서리재 | 직화 고추장 제육 솥밥 

042-607-8524    매일 11:00-21:30

  신차이 | 동파육 

042-607-8575    매일 11:00-21:30

  아그라 | 버터치킨마크니 

042-607-8511    매일 11:00-21:30

  호우섬 | 블랙하가우 

042-607-8525    매일 11:00-21:30

  화니 | 직화바싹 불고기 

042-607-8507    매일 11:00-21:30

  맷차 | 맷돌커피 

042-607-8531    매일 11:00-21:30

  오드펠로우즈 | 브루클린 코너 스토어 

042-607-8567    매일 11:00-21:30

  크레미뇽 | 레드벨벳브라우니 

042-607-8572    매일 11:00-21:30

  하프커피 | 버터크림라떼 

042-607-8526    매일 11:00-21:30

C 조이마루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40

  BHC치킨 | 뿌링클 

042-861-7477 

매일 12:00-00:00

  라쿠엔 | 스시 

042-273-0600 

매일 12:00-22:00 / 브레이크 14:00-17:30   

    매주 일요일 휴무

  리에또피렌체 | 스테이크, 파스타 

042-863-9781 

매일 11:00-21:00 / 브레이크 15:00-17:00

  푸드마루 | 짬뽕, 돈까스, 피자 

042-861-9438 

 매일 10:30-20:00 / 첫째, 셋째주 월요일 휴무

  JEJUICE | 한라봉주스 

042-863-0505    매일 10:00-22:00 

  보테가비노 | 아메리카노 

042-823-9168     

매일 10:30-18:00 / 매주 일요일 휴무

  스타벅스 | 아메리카노 

042-836-0505 

평일 07:30-21:00 / 주말 08:00-21:00

웰츠타워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22

  산수 | 생선회, 초밥 

042-487-4321    매일 09:00-23:00

  육향 | 우대갈비 

0507-1331-8267 

 매일 17:00-22:00 / 매주 일요일 휴무

  줄리아노 | 아메리카노 

042-867-5001 

평일 08:00-23:00 / 토 09:00-23:00, 일 09:00-21:00

  청담에일 | 맥주, 감바스 

042-862-8266 

 매일 18:00-01:00 / 매주 일요일 휴무

D

하우스디어반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51번길 19

  BBQ | 황금올리브치킨 

042-867-9282    매일 15:50-23:30

  고반식당 | 돈치맛살, 숙성생삼겹살 

042-863-2104 

평일 16:00-00:00 / 주말,공휴일 12:00-23:00

  군자 대한곱창 | 모듬곱창 

042-867-1787 

매일 16:30-23:30 / 첫째, 셋째주 월요일 휴무

  금성삼계탕 | 삼계탕 

042-864-3422      매일 11:00-21:00

  김형제 고기의철학 | 꽃목살, 살치살 

042-867-3331     

매일 16:00-00:30 / 일요일 12:00-23:00

  다로갈비 | 갈비탕, 돼지갈비 

042-867-1599 

매일 11:30-22:00 / 브레이크 15:00-17:00 

    주말 휴무

  랑골로 | 생면파스타 

070-8826-1111 

평일 11:30-22:00 / 일요일 11:30-21:00 

    매주 화요일 휴무

  마라공방 | 마라탕 

042-721-5334 

 매일 11:00-22:30 / 매주 일요일 휴무

  만리장성 | 유니짜장 

042-867-7799 

매일 11:00-21:00 / 브레이크 15:00-17:00 

    (주말은 브레이크X)

  무모한초밥 | 초밥 

042-861-3332    매일 10:30-21:30

  미야꼬 | 생선회, 사케 

042-864-2001    매일 10:00-01:00

  사찌 | 모듬회, 초밥 

042-487-1174    매일 11:30-22:00

  샤브렐라 | 샤브샤브 야채무한 

042-863-1987     

매일 11:00~22:00 / 매주 화요일 휴무

  서서족발 | 한방족발 

042-867-0927 

매일 14:00-00:00

  수코미치 | 사시미, 초밥 

042-861-8612 

매일 11:00-00:00 / 브레이크 14:00-17:00 

    매주 일요일 휴무

E

  아마레 | 이탈리아 코스요리 

0507-1324-5135 

매일 11:30-21:30 / 브레이크 15:00-17:30  

    매주 화요일 휴무 

코스는 하루 전 예약 필수

  오늘도김치찌개 | 갈비김치찌개 

042-864-2608 

매일 11:30-21:30 / 브레이크 14:30-17:30

  오늘도샤브 | 샤브샤브 

070-4645-0830 

매일 11:30-21:00 / 브레이크 14:00-17:00 

    주말 휴무

  오씨칼국수 | 칼국수 

042-861-9972 

 매일 11:00-21:00 / 브레이크 15:00-16:30 

매주 월요일 휴무

  우쿠야 | 등심돈카츠 

042-867-6023 

 매일 11:00-20:00 / 브레이크 15:00-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조림 | 소갈비 조림 

0507-1320-0623 

 매일 11:30-22:00 / 브레이크 15:00-17:00 

  집쿡꼬마김밥 | 꼬마김밥 

042-863-8855 

 매일 08:00-20:00 / 매주 수요일 휴무

  플랙스다이너 | 스테이크, 파스타 

070-8777-0205 

 매일 12:00-23:00 

브레이크 15:00-18:00 

매주 월요일, 화요일 격주휴무

  황금코다리 | 코다리조림 

042-863-8484 

매일 11:00-21:00 / 브레이크 15:00-17:00 

    매주 일요일 휴무

  히노아지 | 탄탄멘 

010-2705-2719 

매일 11:00-21:00 / 브레이크 15:00-17:00 

    매주 일요일 휴무

  I'm 1L | 아메리카노 

042-863-0240 

평일 09:00-21:00 / 주말 10:00-21:00

  가비원 | 아메리카노 

0507-1354-9015 

 매일 09:00-21:00 / 둘째, 넷째주 월요일 휴무

  브알라 Café | 바다소금 아이스크림 

042-863-0241     

매일 10:00-22:00

  오너커피 | 치즈버거, 아메리카노 

010-8840-9661 

평일 10:30-22:00 / 주말 10:30-21:00

  오소당 | 쿠키, 스콘 

042-863-1039 

매일 11:00-21:00 / 매주 일요일 휴무 

인스타그램 @ohsodang.dessert 확인

  카멜로 커피 | 아메리카노 

070-8098-8609 

평일 09:00-21:30 / 주말 11:00-17:00

  카페 마음 | 콜드브루, 스콘 

042-861-7128 

 평일 11:00-18:00 / 주말 휴무

  홍루이젠 | 햄치즈샌드위치 

042-863-9995 

매일 00:00-24:00 / 무인매장

  고래오뎅 | 오뎅 
042-863-7787 

매일 18:00-01:00 / 일요일 18:00-00:00

  노이 | 참치 타다끼 
042-687-0213 

 매일 18:00-00:00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무

  브롱스 | 수제맥주 
042-381-2050    매일 17:00-02:00

  역전할머니맥주 | 살얼음맥주 

 042-863-3575    매일 18:00-01:00

TJB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31

  The 빛나 | 감바스, 마르게리따 

042-863-6326     

 매일 11:00-21:30 / 브레이크 15:00-17:00 

매주 화요일 휴무

  갤러리 고트빈 | 아메리카노 

042-867-6510    매일 08:30-22:00 

F

  1979 옛날통닭 | 통닭 

042-861-9494 

매일 17:00-22:00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35

  김밥나라 | 김밥 

042-861-9995 

매일 07:30-19:30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46-15

  장호덕 손만두 | 만두 

042-861-9494 

매일 10:00-22:00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34

  그린브라우니 | 아인슈페너 

042-863-3334 

매일 08:00-22:00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65-38

  달리는 커피 | 샐러드, 샌드위치 

042-861-0880 

매일 09:00-21:00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34

  카페 글렌 | 아메리카노 

042-864-0083 

매일 10:00-19:30  

    매주 일요일 휴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34

  파스쿠찌 | 아메리카노 

042-867-8497 

평일 08:00-22:00 주말 09:00-22:00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54

  할리스 | 바닐라딜라이트 

042-866-5104 

매일 09:00-22:00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55

스마트시티 및  
롯데시티호텔 인근

기타

DCC존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성심당 DCC | 튀김소보로 

1588-8069    매일 08:00-22:00

A

  호라이즌 | 햄&치즈 샌드위치 

042-607-8117 

평일 10:30-20:00 / 주말 10:30-20:30

  베키아 에 누보 | 블랙누들 파스타 

042-607-8228 

 평일 10:30-20:00  

금,토,일,공휴일 10:30-20:30

  태양커피 | 아인슈페너 

042-607-8334 

 평일 10:30-20:00  

금,토,일,공휴일 10:30-20:30

  스타벅스 | 아메리카노 

1522-3232   

매일 08:00-22:00

  사이드쇼 | 차돌박이 떡볶이 

042-607-8612    매일 10:30-21:00

  익선잡방 | 마스카포네 치즈 오믈렛 

042-607-8611    매일 10:30-21:00

  봇봇봇 | 로맨슈페너 

042-607-8604     

평일 10:30-20:00 / 금,토,일,공휴일 10:30-20:30

  패트릭스 카페 | 유러피안 브런치 

042-607-8709     

평일 10:30-20:00 / 금,토,일,공휴일 10:30-20:30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 토마호크 스테이크 

042-607-8702    매일 11:00-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