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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1: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여행 시작해보기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클라우드 게이트(‘콩’)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여행 시작해보기 

밀레니엄 공원(Millennium Park)에 있는 ‘콩’이라는 애칭으로도 유명한 조각 작품인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 윌리스 타워(Willis Tower)의 103층의 돌출된 유리 난간 스카이 레지(Sky 

Ledge), 네이비 피어(Navy Pier)에 새로 생긴 센테니얼 대관람차(Ferris Wheel) 등 시카고의 

대표 명소를 방문하며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필드 자연사 박물관(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셰드 아쿠아리움(Shedd Aquarium), 시카고 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 등 

교육적이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도 많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시카고 블루스 축제(Chicago 

Blues Festival) 또는 버디 가이스 레전드(Buddy Guy’s Legends) 같은 클럽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껏 즐겨보세요. 시카고에서는 장르를 불문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밤 라이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고를 수 있는 라이브 공연장과 클럽이 200개도 넘습니다. 음악으로 

꽉 채우는 작은 공간부터 대형 콘서트장과 역사가 깃든 음악당까지, 없는 게 없죠. 지노스 

이스트(Gino’s East)나 로 말나티스(Lou Malnati’s)에서 두툼한 딥 디시 피자를 맛보고 도시 



곳곳에 문을 연 매장에서 시카고 핫도그도 드셔 보세요. 투어를 즐기며 시카고에서 번성하는 수제 

맥주 문화에 푹 빠져보고 하프 에이커(Half Acre) 등 양조장에서 직접 한잔해보세요. 숙박: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카고에서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시카고에서 유서 깊은 66 번 국도(Route 66)를 타고 진짜 미국의 한 단면을 만나보세요.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지는 유명한 이 도로는 일리노이 주에서만 483km 를 뻗어 

나가는데, 길가에는 편안한 카페, 이색적인 매장 및 독특한 길거리 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링컨에 

우뚝 솟아 있는 대형 레일스플리터 커버드 왜건(Railsplitter Covered Wagon)이나 

리빙스턴(Livingston)의 핑크 엘리펀트 앤티크 몰(Pink Elephant Antique Mall) 근처 대형 분홍 

돼지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해보세요. 폰티악에 있는 66 번 국도 일리노이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Route 66 Association of Illinois Hall of Fame & Museum)에서 66번 국도 기념품도 

구경해 보세요. 이 박물관에서 남쪽으로 2시간가량 달려 스프링필드에 도착하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도서관•박물관(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Museum), 옛 주 의회 

의사당(Old State Capitol)과 링컨 자택(Lincoln Home)에서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생애를 되짚어보세요. 숙박: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아치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서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로 

일리노이 주 66 번 국도가 지나가는 마을 지라드의 독스 소다 파운틴(Doc’s Soda Fountain, 

스프링필드에서 30분)에서 루트 비어 플루트나 아주 큰 바나나 스플리트를 맛본 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인공 기념물인 게이트웨이 아치(Gateway Arch)가 있는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해보세요. 

게이트웨이 아치는 놀라운 디자인 덕분에 50년 동안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명 

건축가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의 작품인 게이트웨이 아치는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비전과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세인트루이스의 활약을 기립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는 다양한 음악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멋진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동네 

술라드(Soulard)로 향해 한적한 동네의 인기 많은 비스트로로 들어가 맛있는 음식과 음악을 

즐겨보거나 저녁 시간에 루프(Loop)를 탐방하며 음악이 흐르는 클럽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레스토랑 및 독특한 부티크를 구경해보세요. 시간을 마련해 블루베리 힐(Blueberry Hill, 

척 베리(Chuck Berry)가 정기적으로 공연함)에 가보거나 빌 온 브로드웨이(The Beale on 

Broadway)로 향해 블루스, 소울 및 R&B 라이브 공연을 관람해보세요. 국립 블루스 

박물관(National Blues Museum)도 놓치지 말고 방문해보세요. 숙박: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선택 2: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블루밍턴에서 여행 시작해보기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블루밍턴에서 여행 시작해보기 

미주리 강(Mississippi River)을 따라 멕시코 만으로 가며 깊고 풍성한 음악 문화를 즐겨보세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한때 그레이하운드 버스(Greyhousd Bus) 차고에서 오늘날 

라이브 음악의 중심지로 거듭난 퍼스트 애비뉴(First Avenue)에서 프린스(Prince)의 음악에 푹 

젖어보세요(여기는 프린스가 정기적으로 공연하며 독특한 음악을 실험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983년 발매된 퍼플 레인(Purple Rain)이 들어 있는 앨범도 이곳에서 녹음했으며, 같은 이름의 

영화 또한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페이즐리 파크(Paisley Park)로 향해 프린스가 

녹음하던 스튜디오와 집을 발견해보세요. 현재 일일 투어가 마련되어 프린스를 대표하는 의상과 상 

및 각종 기념물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린스가 눈을 감은 후 화가 록 '시피' 마르티네즈(Rock 

'Cyfi' Martinez)가 26 번가와 헤너핀(Hennepin)에 그린 벽화도 놓치지 말고 구경해보세요. 

미니애폴리스에서 좀 더 머무르며 61번 고속도로를 따라가는 밥 딜런 투어(Bob Dylan Tour)도 

해보세요.  미네소타 주 덜루스에 있는 딜런의 생가와 히빙에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방문해본 

후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 캠퍼스 주변으로 장소를 옮겨 딜런 특유의 독특한 

음악을 발전시킨 공간을 돌아보세요. 덜루스 밥 딜런 웨이(Bob Dylan Way)의 종착지이자 덜루스 

한복판을 통과하며 거의 3km를 이어가는 문화 거리의 끝을 장식하는 아모리 예술 문화 센터(The 

Armory Arts and Music Centre)를 방문해 긴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숙박: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블루밍턴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블루밍턴에서 아이오와 주 더뷰크로 

그레이트 리버 로드(Great River Road)에 올라 위스콘신 주 라크로스로 이동해보세요. 도착하면 

183m 높이의 절벽으로 미시시피 강 계곡(Mississippi River Valley)을 굽어보는 그랜대드 

블러프(Grandad Bluff)로 향해 장관을 이루는 절경을 감상해보세요. 이곳은 위치가 좋아 위스콘신 

주, 미네소타 주 및 아이오와 주를 모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간직한 곳이자 

위스콘신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이며 7월 말 프래리 도그 블루스 축제(Prairie Dog Blues Festival) 

열리는 프레리 두 치엥도 돌아보세요. 강을 건너 만나는 아이오와 주 에피지 마운드 

국립기념지(Effigy Mounds National Monument)는 어퍼 미시시피 강 계곡(Upper Mississippi 

River Valley)에서 가장 그림 같은 명소로, 아메리카 인디언이 건설한 선사시대 마운드(mound, 취락 

유적)가 200개 이상 보존되어 있습니다. 새와 곰 모양으로 형성된 다양한 마운드를 관찰해보세요. 

아이오와 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더뷰크로 이동해 현지인들이 미시시피 리버워크(Mississippi 

Riverwalk) 지역을 신나는 여행지로 탈바꿈시킨 방법을 알아보세요. 스미소니언 계열인 국립 

미시시피 강 박물관(National Mississippi River Museum)을 관람해보고 여름이면 수족관도 가보고 

강가의 원형 극장에서 라이브 음악도 들어보세요. 숙박: 아이오와 주 더뷰크 

 

아이오와 주 더뷰크에서 미주리 주 해니벌로 

남쪽으로 더 달려 미주리 주 해니벌로 가보세요. 여기는 유명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역사적인 강변 마을입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 

동굴(Mark Twain Cave)과 마크 트웨인 유년 시절 집 앤 박물관(The Mark Twain Boyhood 

Home & Museum)을 돌아본 후 유령 투어에 참여해보고 전시관에서 독특한 예술 작품도 

관람해보세요. 강을 따라 유람하는 디너 크루즈에 올라 트웨인이 했던 것처럼 장대한 미시시피 강을 

경험해보세요. 숙박: 미주리 주 해니벌 

 

미주리 주 더뷰크에서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아치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인공 기념물로, 놀라운 

디자인 덕분에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도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명 건축가 에로 사리넨의 

작품인 게이트웨이 아치는 토마스 제퍼슨의 비전과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세인트루이스의 활약을 

기립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는 다양한 음악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멋진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동네 술라드(Soulard)로 향해 한적한 동네의 인기 많은 비스트로로 들어가 맛있는 음식과 음악을 

즐겨보거나 저녁 시간에 루프(Loop)를 탐방하며 음악이 흐르는 클럽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레스토랑 및 독특한 부티크를 구경해보세요. 시간을 마련해 블루베리 힐(척 베리가 

정기적으로 공연함)에 가보거나 빌 온 브로드웨이로 향해 블루스, 소울 및 R&B 라이브 공연을 

관람해보세요. 국립 블루스 박물관도 놓치지 말고 방문해보세요. 숙박: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선택 1 과 선택 2 모두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주 테네시 주 내슈빌로 

컨트리 음악의 요람, 테네시 주 내슈빌을 빼놓고 음악 여행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 & 박물관(Country Music Hall of Fame and Museum)에서 녹음, 터치스크린과 

기념물을 통해 컨트리 음악의 뿌리부터 현재까지 알아보세요. 돌리 파튼(Dolly Parton) 같은 

아티스트가 곡을 녹음했던 RCA 스튜디오 B(RCA Studio B)의 투어도 있답니다. 그랜드 올 

오프리(Grand Ole Opry)에서는 동시대 컨트리 음악 스타들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즐기고 싶다면 한때 오프리가 살기도 했던 유서 깊은 교회 건물인 라이먼 

오디토리엄(Ryman Auditorium)을 찾아보세요. 인근의 프리스트 시각 예술 센터(Frist Center 

for the Visual Arts)는 아르데코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방문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예술 흐름이 

계속되는 곳이랍니다. 배가 고프신가요? 고기 요리 한 가지와 노릇하게 튀긴 닭, 부드러운 으깬 감자, 

옥수수, 돼지고기를 넣은 콜라드 그린 등 홈메이드 사이드 메뉴 중 3가지를 고르는 ‘미트 앤드 

쓰리(meat-and-three)’를 맛보세요. 내슈빌에 좀 더 머무르며 이 도시의 모든 것을 누려보세요. 

숙박: 테네시 주 내슈빌 

 
      테네시 주 멤피스의 선 스튜디오 

 

 
 
 
 
 
 
 
 
 
 
 
 
 
 
 
 
 
 
 



내슈빌에서 테네시 주 멤피스로 

그레이트 리버 로드로 돌아와 미시시피 강을 따라 테네시 주 멤피스로 가보세요. 음악 애호가의 

성지인 이곳에서 비비 킹(B.B. King),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같은 블루스와 록의 

전설들이 초기 히트곡을 녹음했던 선 스튜디오(Sun Studio) 투어를 해보세요. 프레슬리의 삶을 더 

밀착해서 보고 싶다면, 그레이스랜드(Graceland) 저택 투어를 해보세요. 스택스 미국 소울 음악 

박물관(Stax Museum of American Soul Music)에서 소울과 가스펠의 리듬에도 빠져보세요. 

오티스 레딩(Otis Redding), 아이작 헤이즈(Isaac Hayes)를 비롯한 아티스트의 도금된 캐딜락 

같은 기념물도 둘러보세요. 빌 스트리트(Beale Street)를 거닐며 이 시대의 멤피스 음악을 느끼다 

보면 문이 열린 곳마다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바비큐 냄새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가루 양념을 뿌린 립, 훈제 풀드 포크 샌드위치 같은 현지 특산 음식도 맛보세요. 숙박: 

테네시 주 멤피스 

 

 
 
 
 
 
 
 
 
 
 
 
 
 
 
 
 
 
 
 
 
 
 
       테네시 주 멤피스의 빌 스트리트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미시시피 주 클리블랜드로 

미시시피 블루스 트레일(Mississippi Blues Trail)을 따라가다 61 번 고속도로와 49 번 

고속도로가만나는 '교차로'에 자리한 미시시피 주 클라크스데일로 들어가 보세요. 클라크스데일과 

주변에 펼쳐진 델타(Delta) 지역은 ‘블루스기 시작된 땅’으로 유명하며, 델타 블루스 박물관(Delta 

Blues Museum)도 있어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남쪽으로 좀 더 이동하면 미시시피 주 클리블랜드가 

나오며, 이 도시에는 1895년 건설되어 목화를 생산했던 도커리 팜스(Dockery Farms)가 있습니다. 

찰리 패튼(Charley Patton)은 이곳에서 일하던 아프리카계 흑인 가운데 한 명으로, 진정한 미국 

예술인 블루스에 영감을 준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클리블랜드에서는 그래미 

박물관 미시시피(GRAMMY Museum Mississippi)도 방문해보세요. 숙박: 미시시피 주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에서 미시시피 주 나체즈로 

나체즈 트레이스 파크웨이(Natchez Trace Parkway)에 진입하기 전에 미시시피 주 인디애놀라에 

잠시 들러보세요. 비비 킹 박물관(B.B. King Museum)을 방문해 진정한 미국 예술인 블루스가 

대중화되는데 한몫한 인물을 알아보세요. 여정을 계속해 나체즈 트레이스 파크웨이를 타고 

미시시피 주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나체즈로 가보세요. 이번 여정에서는 과거가 된 플랜테이션과 

복원한 남북전쟁 이전 저택을 돌아보세요. 시간을 내어 놀라운 주택이 들려주는 남부 스토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숙박: 미시시피 주 나체즈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미시시피 주 나체즈에서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로 
이번 로드 트립의 마지막 여정,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는 장대한 미시시피 강이 멕시코 만에 

합류하는 도시입니다. 가는 길에 루이지애나 주의 주도 배턴루지 들러 루이지애나 주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방문해보세요. 배턴 루지는 다양성이 가득한 경이로운 주, 루이지애나의 특별한 

문화를 경험하기에 완벽한 도시입니다. 독특한 건축물에서 엿보이는 300 년이 넘는 역사를 

느껴보고 맛있는 음식을 드셔 보고 독특한 문화를 배워보세요.  

 

배턴루지를 돌아본 다음에는 뉴올리언스로 향해보세요. 100년의 세월을 보낸 집과 공들여 

조성한 역사적인 묘지가 있는 이 도시는 사진작가들의 천국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이드 투어이니, 이용해보세요. 유서 깊은 프렌치 쿼터(French 

Quarter)를 거닐거나 뉴올리언스의 묘지, 부두(voodoo)와 유령 이야기를 따라가는 투어에 

참여해보세요. 뉴올리언스는 음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프리저베이션 홀(Preservation 

Hall)에서는 최고의 뮤지션들이 정통 뉴올리언스 재즈를 관객과 밀착된 어쿠스틱 환경에서 

연주합니다. 줄을 서서 스탠딩(SRO) 티켓을 구하거나 잘 알아보고 한정석을 구입해 보세요. 

스폿티드 캣 뮤직 클럽(Spotted Cat Music Club) 등 명소가 늘어서 있는 프렌치맨 

스트리트(Frenchmen Street)는 라이브 음악의 중심지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이 클럽에서는 

매일 밤 최대 3개 밴드의 공연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재즈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음식과 칵테일 

문화를 빼놓고 뉴올리언스를 말할 순 없겠죠. 야외 카페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셰프들은 

슈가 파우더를 뿌린 베녜, 강한 향신료의 잠발라야, 훈제 앙두유 소시지와 같은 현지 음식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재즈 축제의 기원인 마디 그라(Mardi Gras)와 뉴올리언스 재즈 

국립역사공원(New Orleans Jazz National Historical Park)까지 뉴올리언스 여행은 이번 로드 

트립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숙박: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