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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카우보이와 재즈의 만남 5일 

▶ 각 지역 공항에서 출발 

 

▶ 달라스 공항에서 가이드 미팅 

 

▶ 중식후 달라스 관광 

- 론스타가 빛나는 도시 달라스 : 달라스는 미 중남부 대초원의 완만한 구릉지내의 중심지에 있는 도시로 중북주 캐나다에서 부터 카리

브해까지 막히는 곳이 없이 뻥 뚫린 곳에 자리잡은 도시 입니다. 달라스는 지리적으로 미국 중심에 위치하여 미국의 여러 지방에 쉽게 

접근할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본부를 이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 JFK 메모리얼 플라자 :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중 한 사람인 존 F. 케네디 생애 마지막날의 흔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달라스 

곳곳에는 그를 기리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장소가 JFK 메모리얼 플라자라 할 수 있습니다.  

 

▶ 달라스 다운타운 히스토릭 디스트릭 

- 파이오니어 플라자 : 달라스 관광지중 대표적인 곳으로 꼭 한번 사진을 찍어야 달라스를 방문했다 할수 있습니다. 광활한 땅인 텍사스

를 개척한 3명의 카우보이, 또 그들이 몰고온 49마리의 소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조각상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 포트 워스 스톡야드로 이동 (40분) 

 

▶ 포트 워스 스톡야드 : 가장 텍사스다운 카우보이 마을, 포트워스 스톡야드 : 타임머신을 타고 서부 개척시대에 온듯한 이곳은 때되면 

소떼들과 카우보이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장관을 연출하고, 때로는 GOOD BOY와 BAD BOY가 갑자기 출현하여 서부영화의 한장

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1인 지상비  US$1,499+항공 

포함사항 1. 차량, 2. 식사, 3. 가이드/기사 4.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비자피, 생수값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식당팁(일반식 -  U$2/1인,1식 & 특별

식 - $5~$10/1인,1식)  5. 싱글차지(1박당 U$80) 6. 1일 석식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 201-778-4000, 플러싱지사 ☎  718-928-3333, 24시간 비상연락처 ☎ 201-469-5555 ☎ 718-530

-5151 

참고사항 

1. 본 상품은 현지 합류상품으로, 현지에서 예약하신 고객들과 합류하여 진행됩니다.  

2. 합류인원은 지역별(뉴욕시내, 미동부, 캐나다)로 나뉘어 합류되며, 가이드는 미팅/미동부/캐나다/샌딩으로 나뉘어 배정

될 수 있습니다. 

3. 차량은 투어 인원에 따라 "인원별" 차량 제공됩니다. (7인승 밴/15인승 밴/중형버스/대형버스) 

4. 기사/가이드 팁은 1인당 1일 $15 입니다. (ex. 3박4일 투어할 경우 - $15 X 4일 = $60/1인) 

5. 해외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출국 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 1인 예약시 공항미팅 & 샌딩비용은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편도당 $70/1인) 

7. 독실 사용시 1박당 $80 지불하셔야 합니다. (ex. 5박6일의 독실사용료 : $80 X 5박 = $400/1인 추가지불) 

8. 일정은 항공 및 현지도로,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각 지역    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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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오스틴 샌 안토니오 

▶ 호텔 조식 후  이동 - 약 3시간 30분 

 

▶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 시내 관광 

- 미국 특유의 여유로운 감성, 오스틴 : 텍사스 지역 식민지 개발을 주도했던 일명 ‘텍사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스틴(Stephen F. 

Austin)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텍사스 혁명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기차 대기업 테슬라가 오스틴에 새

로운 공장및 본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 텍사스 주청사(외부관람) 

-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 건축물의 모범이라 할 정도로 원통형 화강암 돔과 수많으 화강암 기둥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입법부 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 중식후 알라모 전투 유적지로 이동- 약 1시간30분 

 

▶ 알라모 전투 유적지 

- 1836년 멕시코 영통인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의 알라모 성채에서 일어난 멕시코와 미국 이주민들과의 알라모 공방전 중 최후의 전투

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 미국역사유적도시 샌 안토니오 시내관광 

 

▶ 샌 안토니오 리버 크루즈 탑승 

- 역사적 지구와 현대식 고층빌딩이 공존하는 풍경을 강을따라 감상 

 

▶ 샌 안토니오 리버워크  

- 미국 텍사스주(州)의 샌안토니오강(江) 기슭을 따라 위치한 산책로의 연계망입니다. 강을따라 고급 호텔들과 상점들, 다양한 레스토랑

이 들어서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잡은 곳입니다.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자유식(고객님 부담)                                      

HOTEL : HOLIDAY INN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한식                          석식 :   바베큐                                      

※ 특식: 텍사스 스타일 바베큐 또는 스테이크 

 

▶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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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 후 휴스턴으로 출발 - 약 3시간 30분 이동 

 

▶ 텍사스 주의 최대 도시 휴스턴(HOUSTON) 

- 미국 텍사스주의 가장 큰 도시이며, 미국 전체에서는 4번째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입니다.  석유 최대 생산주이기도 해서, 

주요 프로 스포츠팀들을 겸비해 있고, 공연 예술 사회의 본거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나사 카페테리아에서 중식 

 

▶ 미항공우주국 NASA 방문 

- 실제 날았던 우주선을 보고 전 세계 총 8개중의 하나인 달 표면 바위도 직접 만져볼수 있습니다. 

 

▶ 관광 

- 허만 공원 :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이 드넓은 녹지는 매년 600백만명이 넘는 현지인과 방문객들의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 휴스턴 시내차창 관광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3일차 

샌안토니오 휴스턴 

HOTEL : HOLIDAY INN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식                                

▶ 호텔조식 후 뉴올리언즈 이동 - 약 5시간 이동 

 

▶ 루이지애나 주의 최대 도시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NEW ORLEANS) 

- 프랑스 식민지의 중심지이기도 해서 현재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재즈의 발상지, 매년 초 봄에 열리는 마디

그라 축제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1000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사랑받는 도시입니다. 

 

▶ 중식 후 뉴올리언스 시내관광 

 

▶ 뉴올리언스 시내관광 

- 프렌치쿼터 :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미시시피강을 따라 유럽풍의 분위기가 감도는 곳으로 좁은 거

리 곳곳에는 많은 건물이 2층에 발코니를 가진 남유럽풍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딕시랜드 재즈나 솔풍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은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어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  버번 스트리트 & 로얄 스트리트 : 길거리 구석구석마다 재즈가 흘러나오고, 화려한 불빛들과 프렌치 감성과 스페니쉬 감성을 뒤섞은 

두 거리르 걷고 있노라면, 어느샌가 뉴 올리언스의 매력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겁니다.  

4일차 

휴스턴 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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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루이스 성당(St. Louis Cathedral) : 미국 최고의 대성당, 1718년 완공, 1849년 보수를 끝낸 미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당 

 

*특전* 재즈음율에 별빛은 흐르고 

재즈의 본고장에서 듣는 분위기 좋은 재즈 연주를 시작으로 뉴 올리언스의 여행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재즈의 심장인 프렌치 쿼터에서 

50년이상 자리를 지켜온 재즈펍 한곳에 앉아, 한잔의 칵테일과 재즈의 선율로 뉴 올리언스의 밤을 감미롭게 장식해드립니다.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특식(잠발라야)                                

▶ 호텔 조식 후 이동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1951년 비비안 리 주연의 영화에서 보면 뉴 올리언스에서 여인이 전차를 타면서 부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가 그 유명한 "욕망이

라는 이름의 전차" 입니다. 도심을 누비는 전차를 타고  느긋하게 뉴 올리언스의 

나른한 바람과 재즈소울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 루이 암스트롱 공원 

- 문화 예술의 집합체라고 볼수있는 이 공원은 뉴 올리언스를 대표하는 재즈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곳임과 동시에 과거 흑인들이 한데 

모여 노래를 부르며 고단한 삶을 잠시나마 내려놓았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 카페 듀 몽드에서 오리지널 치커리 커피와 베녜(BEIGNET) 즐겨보기(손님부담) 

 

▶ 뉴올리언스 증기선 탑승하여 중식 

- 뉴올리언스 유일무이 정통 증기선을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재즈소리와 함께 뉴올리언스 스타일이 점심을 먹으며 낭만적인 뉴

올리언스의 풍광을 눈에 담아보세요. 

 

▶ 루이지애나 공항 도착 후 각 지역으로 출발  

5일차 

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공항 각 지역 

HOTEL :  

조식 :    호텔식                           중식 :  특식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