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국도와 텍사스 힐 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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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댈러스 
 

 

높이 143m의 리유니온 타워(Reunion Tower) 지오 덱(GeO-Deck)에 올라 댈러스의 360도 

전망을 감상하며 도시 탐방을 시작해보세요. 저녁은 50층에 있는 우아한 파이브 식스티(Five Sixty) 

레스토랑에서 즐겨 보세요. 빈티지한 M-라인(M-Line) 트롤리를 하나 잡아타 무료 시티  

투어를 즐기며 댈러스 전역에 자리한 명소 40 곳을 방문하고 업타운과 다운타운을 

드라이브해보세요(트롤리에 부착된 빈티지한 광고를 살펴보세요). 전 세계 22,000 점 가량의 

작품을 소장한 미국 최대 규모의 댈러스 미술관(Dallas Museum of Art)도 꼭 들러보세요. 60개가 

넘는 소규모 가게, 갤러리, 레스토랑, 바와 커피숍이 모인 비숍 예술 지구(Bishop Arts District)를 

거닐며 문화를 체험해보세요. 숙박: 텍사스 주 댈러스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 시티로 
 

 

포트워스 북쪽으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 설퍼에는 평화롭고 때 묻지 않은 치카소 

국립 휴양지(Chickasaw National Recreation Area)가 있습니다. 계곡, 샘, 호수 등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려는 자연 애호가와 낚시꾼들이 몰려듭니다. 치카소의 삶을 집중 조명하는 

대형 인터랙티브 박물관인 근처의 치카소 문화 센터(Chickasaw Cultural Center)에 들러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카페에서는 포도 만두, 튀김 빵 같은 전통 음식을 

판매합니다. 설퍼에서 북쪽 오클라호마 시티를 향해 90분을 내달려 서부 개척 시대 유물이 가득한 

국립 카우보이 및 서부 문화유산 박물관(National Cowboy & Western Heritage Museum)을 

방문해보거나 세계에서 치훌리(Chihuly)의 유리 조각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곳 가운데 하나인 

오클라호마 시티 미술관(Oklahoma City Museum of Art)에서 현대적인 감성을 느껴보세요. 

봄에는 로데오 프로 시즌 최대 행사로 손꼽히는 닷지 내셔널 서킷 파이널스 로데오(Dodge 

National Circuit Finals Rodeo)가 열리니 구경해 보세요. 숙박: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 시티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텍사스 주 애머릴로로 
 

 

유서 깊은 66번 국도를 타고 오클라호마 시티로 가면 웅장한 주 의사당 건물이 나타나는데, 가이드 

투어나 자유 투어를 하며 둘러보세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 현재 채굴 중인 유전에 둘러싸인 유일한 

의사당 건물입니다. 앤스 치킨 프라이 하우스(Ann’s Chicken Fry House, 바깥에 주차된 분홍색 

캐딜락과 빈티지한 경찰차를 찾아보세요)로 향해 오클라호마 주 대표 음식인 가정식 치킨프라이드 

스테이크로 점심을 드셔 보세요. 다시 66번 국도로 돌아와 텍사스 주 하이드로로 이동해 루실 

주유소(Lucille’s Service Station)를 방문해보세요. 1929년 건설된 이곳은 오클라호마 주 66번 

국도변에 몇 개 안 남은 오래된 주유소입니다. 인기 많은 관광 명소가 되며 처음 상태 그대로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습니다. 66번 국도를 타고 조금 더 달려 

클린턴에 있는 오클라호마 66번 국도 박물관(Oklahoma Route 66 Museum)으로 가보세요. 

안으로 들어가 미국 역사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의 도로에 서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더불어 

1930년대 중서부 주들이 ‘더스트 보울(Dust Bowl)’로 변해버린 미국 역사상 참혹했던 시기를 

알아보세요. 당시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먼지 폭풍과 가난, 기회의 부족 문제로 결국 이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뭄과 절망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고 서부로 떠났습니다. 주 

경계를 따라 텍사스 주로 가는 길에 텍사스 주 애머릴로에 들러 66번 국도 주변 마을이자 어머니의 

도로를 상징하는 대표 명소 몇 곳과 서부 개척 시대의 한 단면을 구경해보세요. 오래된 도로가 길게 

뻗어 있는데, 콘크리트 길이 처음 건설된 채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숙박: 텍사스 주 애머릴로 

 



텍사스 주 애머릴로에서 뉴멕시코 주 샌타페이로 
 

 

66 번 국도를 타고 여정을 이어가며 텍사스 주 아드리안으로 향해 미드포인트 카페(Midpoint 

Cafe)에 들러보세요. 여기는 동쪽으로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1,833km, 서쪽으로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1,833km 되는 곳으로 66번 국도의 중간 지점입니다. 뉴멕시코 주로 진입하면 

투컴캐리로 차를 몰아 뉴멕시코 주에 남아 있는 하나뿐인 기념품 매장에 들러보세요. 티피 

큐리오(Tee Pee Curios) 기념품 매장은 특이한 외관 못지않게 내부도 독특한데, 66 번 국도 

기념품과 셔츠 및 보석류가 가득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쪽으로 가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래전 

66번 국도였던 84번 국도(Route 84)를 타고 샌타페이로 가며 주변 풍경이 바뀌며 산과 메사가 

가득한 사막이 시작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숙박: 뉴멕시코 주 샌타페이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샌타페이에서 여유 만만한 하루를 즐겨보세요. 100 여 곳의 미술관, 가게와 레스토랑이 밀집한 

유명한 캐니언 로드(Canyon Road)로 향해 갤러리부터 방문해보세요. 조지아 오키프 

박물관(Georgia O’Keeffe Museum)으로 가서 미국의 대표 화가인 조지아 오키프의 화려한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현지 대표 특산물인 뉴멕시코 칠리고추를 이용한 각종 요리를 선보이는 

샌타페이의 여러 레스토랑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잠시 쉬며 음식을 드셔 보세요. 시간을 내어 국제 

민속 예술 박물관(Museum of International Folk Art)을 방문해보고 100 개국에서 수집한 

125,000여 점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컬렉션을 살펴보세요. 암벽에 암각화와 동굴 거주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반델리어 국립기념물(Bandelier National Monument)에서는 고대 

푸에블로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답니다. 숙박: 뉴멕시코 주 샌타페이 

 

샌타페이에서 뉴멕시코 주 칼즈배드로 
 

 

칼즈배드를 향해 남쪽으로 길을 열어 차를 몰다 로즈웰에 한 번 들러보세요. UFO 착륙설이 불거진 

1947년 로즈웰 사건(Roswell Incident)의 현장으로, 지금은 UFO 박물관(UFO Museum)으로 

거듭나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가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즈배드 동굴 국립공원(Carlsbad 

Caverns National Park)을 방문해 과들루프 산맥(Guadalupe Mountains)의 바위투성이 산과 

깊은 계곡 사이에 있는 동굴과 황량한 치와와 사막(Chihuahuan Desert)이 연출하는 장관을 

감상해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동굴의 거대한 지하 공간에는 다양한 지형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펼쳐지는데, 자유 투어를 하며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동굴 입구로 들어가 

가파르기는 하지만 포장된 2km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하며 신비한 믹 룸 트레일(Big Room Trail, 

2km)로 진입해보세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빅 룸 트레일로 직행해보세요. 숙박: 뉴멕시코 주 

칼즈배드 



뉴멕시코 주 칼즈배드에서 텍사스 주 프레데릭스버그로 
 

 

아침 일찍 시작해 텍사스 힐 컨트리의 프레데릭스버그로 향해 독일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도보 

투어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시내 비스트로나 베이커리, 비어 가든을 찾아 전통 음식과 맥주를 

맛보세요. 힐 컨트리는 특히 바비큐 전통이 강한데, 메스키트 나무 숯이 독특한 향을 내는 연한 

브리스킷 등이 유명합니다. 백우즈 비비큐(Backwoods BBQ) 같은 대표 맛집은 놓치지 마세요. 

숙박: 텍사스 주 프레데릭스버그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알라모 
 
 

프레데릭스버그에서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로 
 

 

프레데릭스버그에서 아름다운 16 번 고속도로를 타고 텍사스 힐 컨트리의 비공식 수도, 커빌로 

가보세요. 샌안토니오로 출발하기 전에 시간을 내 훌륭한 박물관과 갤러리 및 가게를 구경해보세요. 

미션 샌안토니오 데 발레로(Mission San Antonio de Valero, 알라모(The Alamo)로 알려짐) 등 

샌안토니오의 18 세기 스페인 가톨릭 선교원은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니 꼭 

방문해보세요. 인근의 리버워크(River Walk)는 이름 그대로 강변의 산책로입니다. 레스토랑의 

노천 파티오를 찾거나 짧은 보트 투어를 즐겨보세요. 라틴 아메리카의 관문인 만큼 멕시코인들이 

만든 옷과 수공예품은 기념품으로 좋고 요리도 명불허전입니다. 텍스멕스는 이름 그대로 멕시코와 

미국의 요리 전통이 융합된 음식입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엔칠라다를 

맛보거나 작은 타코 식당에서 신선한 생선 타코를 드셔보세요. 숙박: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에서 텍사스 주 오스틴으로 
 

 

오늘은 여유 있게 준비해 텍사스 힐 컨트리를 즐기며 오스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연 샘에서 

더위를 식혀보세요. 크라우제 스프링스(Krause Springs), 블루 홀(Blue Hole)과 해밀턴 

풀(Hamilton Pool)이 현지인들 사이에 인기랍니다. 오스틴은 250개 공연장이 있는 라이브 음악의 

메카로 유명합니다. 컨티넨탈 클럽(Continental Club) 같은 복고풍 바에서 로커빌리, 컨트리와 

스윙 공연을 감상하거나, 모든 장르의 콘서트는 물론이고 미국 최장 TV 음악 프로그램인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의 실제 녹화가 이루어지는 무디 극장(Moody Theater)에서 

오스틴 시티 리미츠의 라이브를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오스틴은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음악 

축제(South by Southwest Music Festival)로 유명하지만, 음악 축제는 연중 언제나 있으니 

오스틴에 들른다면 꼭 챙겨보세요. 농장의 신선한 달걀과 아보카도를 넣은 모닝 타코부터 최고급 

마가리타까지, 오스틴은 텍스멕스 음식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푸드 트럭이나 트레일러에서 먹는 

음식이 유명하죠. 숙박: 텍사스 주 오스틴 

 

   텍사스 주 오스틴 

 
 
 
 
 
 
 
 
 
 
 
 
 
 
 



오스틴에서 텍사스 주 포트워스로 
 

오스틴에서 출발해 댈러스 서쪽으로 달리면 30분 만에 도착하는 곳이자 카우보이 전통을 보존하는 

현대적인 도시 포트워스가 나타납니다. 카우보이 부츠와 모자를 파는 옛 서부 상점, 라이브 공연이 

열리는 술집과 바비큐 등 다양한 메뉴를 파는 레스토랑 등으로 늘 붐비는 스톡야즈 국립 역사 

지구(Stockyards National Historic District)부터 찾아보세요. 미 서부를 개척한 강인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국립 카우걸 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National Cowgirl Museum and Hall 

of Fame)에는 화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가수 팻시 클라인(Patsy Cline)과 같은 

여성 예술가의 작품과 삶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다운타운에 조성된 다양한 쇼핑, 먹거리가 즐비한 

엔터테인먼트 지구, 35 블록을 아우르는 선댄스 스퀘어(Sundance Square)를 거닐며 대도시의 

매력을 만끽해보세요. 숙박: 텍사스 주 포트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