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스러운 여행길 – 시골
길, 해변과 후미를 따라
텍사스주 - 루이지애나주

비밀스러운 여행길 – 시골길, 해변과 후미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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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오스틴 출발, 텍사스주 휴스턴 도착

소요 시간: 3시간, 거리: 265km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출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도착

소요 시간: 3시간, 거리: 330km

텍사스주 휴스턴 출발,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도착

뉴올리언스

소요 시간: 2시간 30분, 거리: 232km

텍사스주 오스틴

텍사스주 오스틴
1~2일 차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 버그스트롬 국제공항(AUS)에 도착하고 나면
터미널에서 현지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이 들려옵니다. 공항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로드 트립을 떠나기에 앞서 휴식을 취할 숙소까지 운전하여
이동합니다. 잠에서 깨면 다운타운 오스틴 근처 질커 메트로폴리탄 공원(Zilker
Metropolitan Park)의 자연이 만든 천연 수영장인 바턴 스프링스(Barton
Springs)에서 편안한 아침 시간을 즐기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해보세요. 지하수의
온도는 연중 내내 섭씨 20~21도로 계속 유지되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오스틴의 수많은 푸드 트럭 중 한
곳에서 점심 식사를 주문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의사당(Texas State Capitol)에서 출발하여 걸어서 도시를
탐방해 보세요. 조스 커피(Jo’s Coffee)의 ‘I love you so much’, 그리고 사우스

1번가(South First Street)의 ‘Greetings from Austin’라는 문구가 적힌
벽화를 비롯하여 환상적인 벽화들 앞에서 포즈를 취해 보세요. 사우스 콩그레스
애비뉴(South Congress Avenue)로 이동하여 카우보이 부츠 매장을 둘러본
다음 콩그레스 애비뉴 다리(Congress Avenue Bridge)에 들러 화려한 보랏빛
왕관 형상의 석양이 지는 동안 박쥐 1,500만 마리가 하늘 위를 수놓으며 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레이니 스트리트 역사 지구(Rainey Street Historic
District)에 있는 개조된 오두막 중 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동쪽으로 몇
블럭 이동하여 더 화이트 홀스(The White Horse)에서 흥겨운 밤을 보내세요.

숙박: 텍사스주 오스틴

3일 차

오늘은 도시를 떠나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텍사스 힐 컨트리(Texas Hill Country)로 향해보세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길로 발걸음을 옮겨 시골길과 랜치 로드를 탐방하고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면서 이 지역을 충분히 경험하고 둘러 보세요. 텍사스 교외 지역은 절벽, 계곡,
형형색색의 야생화로 덮인 초원 덕분에 인기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힐 컨트리로 가는 관문
(The Gateway to the Hill Country)’으로 알려진 드리핑 스프링스(Dripping Springs)의 롤링
인 타임스 앤 도 레스토랑(Rolling in Thyme & Dough restaurant)에 들러 아침 식사를 즐겨
보세요. 식사를 마친 후 잠깐 몸을 담그고 싶다면 근처에 있는 해밀턴 풀 보호구역(Hamilton Pool
Preserve)으로 이동하여 자연이 만든 천연 수영장에서 폭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시골길을 따라 계속 이동하여 전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Lyndon Johnson)이 한때 살았던 존슨
시티(Johnson City)와 윌로우 시티(Willow City)까지 가보세요. 21km에 달하는 윌로우 시티
루프(Willow City Loop) 경관도로를 탐방하고 다양한 꽃들로 가득한 초원, 초록빛의 구불구불한
언덕,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하천을 만나보세요. 다음 여행지는 프레드릭스버그(Fredericksburg)
로,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개척자 박물관(Pioneer Museum)에서 170년도 더 된 역사를 품은 이
지역의 독일 문화유산을 구경해 보세요.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독일 요리를 맛보세요. 오토스 저먼
비스트로(Otto’s German Bistro)가 인기가 많습니다. 골동품, 예술품, 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점이 있는 유서 깊은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산책해 보세요. 프레드릭스버그 크리스마스 스토어
(Fredericksburg Christmas Store)에 들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스틴으로 돌아와서는 다운타운
오스틴의 음악 공연장이나 바를 둘러보기 전에 램버츠(Lamberts)나 쿠퍼스 올드 타임 피트 바비큐
(Cooper’s Old Time Pit Bar-B-Que)에서 전통 텍사스 바비큐를 맛보세요.

숙박: 텍사스주 오스틴

오스틴 출발, 텍사스주 휴스턴 도착

4일 차

소요 시간: 3시간, 거리: 265km

도시를 떠나기 전에 오스틴의 인기 음식점인 후안 인 어 밀리언(Juan in a Million)에서 브렉퍼스트
타코를 맛보세요. 휴스턴을 향해 운전하기 전에 텍사스 힐 컨트리(Texas Hill Country)로 다시 돌아
오세요. 우선, 유명한 두 레스토랑인 메이어스 엘진 스모크하우스(Meyer’s Elgin Smokehouse)와
사우스사이드 마켓 앤 바비큐(Southside Market & Barbeque)가 자리한 덕분에 종종 ‘텍사스의 소
시지 수도(Sausage Capital of Texas)’로 불리는 유서 깊은 엘진(Elgin)을 방문해 보세요. 독특한 부
티크 상점이 즐비한 역사적인 메인 스트리트를 탐방해 보세요. 독일 벤드족(German Wendish) 문
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세르빈(Serbin)에서는 텍사스의 벽화가 그려진 아름다운 교회 중 하나인
세인트폴 루터 교회(St. Paul Lutheran Church)를 꼭 구경해 보세요. 그 다음엔 점심 식사를 하기
에 안성맞춤인 도시 브렌햄(Brenham)으로 이동하세요. 휴스턴으로 떠나기 전에 블루 벨 크리머리
(Blue Bell Creamery)에서 아이스크림을 맛보세요. 해가 지기 전에 휴스턴에 도착한다면 라이스대
학교(Rice University) 캠퍼스의 무디 아트 센터(Moody Center for the Arts)에 있는 제임스 터렐
(James Turrell)의 ‘트와일라잇 에피퍼니’ 스카이스페이스(‘Twilight Epiphany’ Skyspace)를 방
문해 보세요. 저녁 식사로는 도시의 차이나타운에 자리한 크로피시 앤 누들(Crawfish & Noodles)
또는 케이준 키친(Cajun Kitchen)에서 베트남 스타일의 가재와 굴 요리를 먹으며 다양한 문화가 융
합된 휴스턴의 음식을 맛보세요.

숙박: 텍사스주 휴스턴
텍사스주 오스틴

5일 차

오늘은 조이라이드 휴스턴(Joyride Houston)을 통해 전기 카트 투어를 하며 도
시의 벽화, 벽화 제작자, 그리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스타그램에 올
릴 만한 휴스턴의 거리 예술 사진을 찍어보세요. 가이드가 현지 문화에 영감을
받은 ‘Houston is Inspired’ 벽화를 비롯하여 환상적인 그림으로 장식된 다운
타운, 미드타운, 이스트 다운타운(EaDo) 건물들을 보여주는 동안 뒷 좌석에 앉
아 편히 쉬세요. 내비게이션대로(Navigation Boulevard)의 디 오리지널 닌파즈
(The Original Ninfa’s)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해보세요. 파히타, 엔칠라다, 마가리
타와 같은 텍스-멕스 음식을 맛보지 않는다면 휴스턴을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습
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버팔로 바이우 파크 시스턴(Buffalo Bayou Park
Cistern)으로 이동하세요. 한때 지하 저수지였던 이 명소는 색과 비치는 모습을
활용하여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탈 차례입니다. 시스턴 입구에서
투어 드 브루어리 휴스턴(Tour De Brewery Houston)의 가이드를 만나 자전거
와 헬멧으로 복장과 장비를 갖추세요. 이 투어는 휴스턴에서 가장 아름다운 녹지
를 자랑하는 버펄로 바이유(Buffalo Bayou) 뿐만 아니라 유서 깊은 다운타운과
11km에 달하는 공원 트레일도 포함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 마치고 나면,
스시, 바비큐, 식사 음식, 베트남 음식, 파스타 등을 주문할 수 있는 새로운 다운타
운 푸드홀인 브레이버리 셰프 홀(Bravery Chef Hall)를 방문해 보세요. 휴고스
(Hugo’s), 폰디체리(Pondicheri), 낸시스 허슬(Nancy’s Hustle)도 훌륭한 저녁
식사를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숙박: 텍사스주 휴스턴

텍사스주 휴스턴

6일 차

도시에 머무르는 동안 휴스턴 NASA 우주 센터(Space Center Houston)는 꼭
방문해야 합니다. 영구 전시물 및 순환 전시물들이 NASA의 우주 비행 관제 센터
(NASA’s Mission Control Center)의 본고장에서 미국의 우주 비행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줍니다. 아폴로 11호가 50년 전 달에 착륙함으로써 역사가 만들어진
곳인 존슨 우주 센터(Johnson Space Center)의 내부를 둘러보세요. 우주왕복선
인디펜던스(Independence)의 모형을 살펴보고, 미국의 첫 번째 우주 정거장인
스카이랩(Skylab)의 모형을 구경하고, 달에서 가저온 암석도 만져보세요. 다음으로는
근처에 있는 갤버스턴만(Galveston Bay)의 해안선을 따라 지어진 해안가 테마 파크인
키마 보드워크(Kemah Boardwalk)에 가보세요. 게임을 하거나 물이 내려다 보이는
대관람차를 타는 동안 보드워크의 간식거리를 즐겨보세요. 식욕을 돋워 비앤비 부처스
앤 레스토랑(B&B Butchers & Restaurant)에서 육즙이 가득한 커다란 스테이크를
맛볼 차례입니다. 칵테일 전문가가 창의적인 칵테일을 제조하고 보기 드문 증류주를
선보이는 캡틴스 리스트(Captain’s List)를 제공하는 앤빌 바 앤 레퓨지(Anvil Bar &
Refuge)에서 저녁 시간을 마무리 해보세요.

숙박: 텍사스주 휴스턴

텍사스주 휴스턴 출발,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도착
7일 차

소요 시간: 2.5시간, 거리: 232km

휴스턴을 떠나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갤버스턴만을 가로질러 갤버스턴섬(Galveston
Island)의 아름다운 해변으로 가보세요. 스트랜드 역사 지구(Strand Historic District)
를 탐방하고 해안가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늦은 아침 식사를 하거나 이른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아름다운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해변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겨 보세요.
차를 가지고 페리에 승선하여 볼리바 페닌슐라(Bolivar Peninsula)까지 4.3km 정도
이동합니다. 걸프 코스트(Gulf Coast)를 따라 계속 이동하여 포트 트래비스(Fort
Travis)에 들러 환상적인 역사적 장소를 탐방해 보세요. 크리스탈 비치(Crystal Beach)
에서 피크닉을 하며 점심 식사를 즐긴 다음 포트 아서(Port Arthur)를 지나 운전하여
루이지애나주로 진입하는 주 경계선을 넘어 야생 동물로 가득한 루이지애나 아웃백
(Louisiana’s Outback) 지역으로 들어가 보세요. 페베토 우즈 보호구역(Peveto Woods
Sanctuary)를 향해 여행하는 동안 조류 관찰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인 사빈 패스
라이트하우스(Sabine Pass Lighthouse)를 눈여겨 보세요. 외딴 곳에 자리하여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조개를 주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42km에 달하는 해변 중
일부인 홀리 비치(Holly Beach)에 들러보세요. 홀리 비치(Holly Beach)를 떠나 크리올
네이처 트레일(Creole Nature Trail)을 따라 이동하여 칼카슈호(Calcasieu Lake)
를 끼고 장관을 이루는 늪지대와 루이지애나주 남서부의 습지를 통과하여 레이크찰스
(Lake Charles)로 이동해 보세요. 길을 가는 도중에 잠시 멈추고 무수히 다양한 종의
야생 동물을 관찰해 보세요.

숙박: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텍사스주 휴스턴 NASA 우주 센터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8일 차

레이크찰스의 문화, 요리, 역사를 탐방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더 베커리(The Bekery)는 시나몬 롤,
키쉬, 그리고 매일 신선하게 구운 빵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임페리얼
칼카슈의 마디 그라 박물관(Mardi Gras Museum of Imperial Calcasieu)
을 방문하여 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에서 마디 그라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화려한 의상을 구경하고 마디 그라 수레에도 올라타 보세요.
레이크찰스에서는 끝내주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법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더 벨벳 피그 온 오크 파크(The Velvet Pig on
Oak Park)에 방문하여 손수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요리 수업을 들어보세요.
독일, 케이준, 아메리칸 원주민, 그리고 프랑스 요리가 섞인 현지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세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샤르팡티에 역사 지구(Charpentier Historic
District)에서 레이크찰스의 역사를 알아보세요. 루이지애나주 남서부의 가장
우아한 저택과 건물들로 안내해 줄 도보 투어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독특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노새가 끄는 마차를 타보세요. 관광과 쇼핑까지 마쳤다면
다양한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즐겨보세요. 현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훌륭한 다운타운 레스토랑으로는 루나 바 앤 그릴(Luna Bar and Grill)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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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찰스를 둘러싼 야생과 자연 생태계에는 400여 종이 넘는 새, 악어, 보브캣,
맹금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여 야생에 가까이 다가가
보고 이 다채로운 지역의 습지와 해안 지대도 탐방해 보세요. 에코 투어, 배 위의
낚시, 자연을 대상으로 사진 찍기 등 모두가 좋아할 만한 옵션도 있습니다. 야생을
관찰하고, 케이즌 문화와 관습에 대해 알아보고, 낚시를 하거나 게를 잡는 등
하루종일 계속해서 다양한 체험을 즐겨보세요. 카메라를 꼭 챙겨오세요. 전문가가
촬영하든, 열정적인 아마추어 사진사가 촬영하든, 결과물은 숨이 멎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칼라(Calla)에서 현지 스타일이 가미된 특별한 고급 요리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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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크리올 네이처 트레일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출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도착
10일 차

소요 시간: 3시간, 거리: 330km

아침에 남쪽으로 출발하여 카메론 패리시(Cameron Parish)를 지나 크리올
네이처 트레일(Creole Nature Trail)에 가보세요. 잠깐 멈추어 천혜의 해변을
둘러보고 조개를 줍는 시간도 잠시 가져보세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록펠러
와일드라이프 레퓨지(Rockefeller Wildlife Refuge)를 지나 걸프 코스트(Gulf
Coast)를 따라 가다가 신선한 생선, 여러 해산물, 부댕, 현지식 매운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장소로 유명한 케이준 코리도 바이웨이(Cajun Corridor
Byway)를 만나보세요. 새우로 유명하며 운하와 항구가 자리한 도시인 델캄브레
(Delcambre)를 들러보세요. 갓 잡은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현지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이를 맛볼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항구에 자리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해 보세요. 도로를 따라 뉴 이베리아(New Iberia)까지 이동하고,
경작지 입구를 장식하는 오크 나무가 늘어선 좁은 길을 주의하세요. 뉴 이베리아
(New Iberia)에서는 현지 야생, 늪, 후미가 자리해 있으며 타바스코 핫 소스가
탄생한 지역인 에이버리 아일랜드(Avery Island)를 방문해 보세요. 타바스코가
가미된 케이준 가정식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레스토랑 1868(Restaurant 1868)
을 방문해 보세요. 동쪽으로 운전하여 이끼가 드리워진 사이프러스와 오크 나무가
늘어선 도로를 따라서 다음 여행지인 뉴올리언스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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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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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오이스터 하우스(Royal Oyster House)에서 맛있는 블러드 메리를
곁들인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한 다음 뉴올리언스를 탐방해 보세요. 수백
년 된 오두막에서 정교하고 역사적인 묘지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는 곳곳마다
역사와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프렌치 쿼터(French
Quarter)를 산책하고 현지 예술가들의 놀라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잭슨 스퀘어(Jackson Square) 주변에서 거리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어보세요. 로얄 스트리트(Royal Street)를 둘러보고, 멋진 발코니를
사진에 담고 다채로운 부티크 상점에서 쇼핑을 즐기세요. 음식은 이 도시의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레스토랑은 요리와 어울리는 훌륭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뮤리엘스 잭슨 스퀘어(Muriel’s Jackson
Square)에 들러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에서 에투페를
맛보세요. 오후에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가든 디스트릭트(Garden District)
의 오크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둘러보고 고딕, 조지 왕족, 그리스 리바이벌을
비롯하여 너무나 다양한 건축 스타일을 반영하는 저택도 구경해 보세요.

웅장한 주택과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된 장소를 지나는 세인트찰스 스트리트카
(St. Charles Streetcar)를 타보세요. 다음으로 세인트루이스 공동묘지(St.
Louis Cemetery)를 방문해 보세요. 현지에서 구전되는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부두술의 여왕 마리 라보(Marie Leveau)가 잠든 곳이라고 합니다.
미로와도 같은 땅 위의 무덤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Interview with
a Vampire)’ 및 여러 영화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로얄 앤 버번 스트리트
(Royal and Bourbon streets)에서 밤을 보내지 않는다면 뉴올리언스를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아르노즈(Arnaud’s)에서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이 환상적인 장소의 라이브 음악 문화를 경험하면서 파티
분위기를 한껏 즐겨보세요.

숙박: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12일 차

뉴올리언스는 다양한 생태계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늪지 투어는 꼭
해봐야 할 경험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험의 종
류에 따라 보트를 타거나, 에어보트 투어를 신청하거나, 카약 또는 카누를 타며 패
들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악어, 멧돼지, 부엉이, 뱀, 왜가리, 그 밖의 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후에 뉴올리언스로 되돌아와 라이브 뮤직
의 중심지인 프렌치멘 스트리트(Frenchmen Street)로 향하기 전에 프렌치 쿼터
(French Quarter)를 탐방해 보세요. 매일 밤 많게는 밴드 3팀까지 공연하는 아늑
한 공간인 스파티드 캣 뮤직 클럽(The Spotted Cat Music Club)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마리니 브라세리(Marigny

Brasserie)로 가서 현지 음식을 맛보고 멋진 라이브 음악도 즐겨보세요. 카페오레
와 베녜(beignets)를 맛볼 수 있는 카페 뒤 몽드(Café du Monde)를 아직 가보
지 못했다면 너무 늦지 않았으니 방문해 보세요. 24시간 영업하는 이곳은 뉴올리
언스에서의 멋진 여행을 마무리할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는 마세요. 루이 암스트롱 뉴올리언스 국제공항(MSY)에서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푹 자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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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의 늪지 투어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o을 방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