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틴의 
에너지로 
인도하는 
궁극적 
안내서



환영 4
내부자 조언들 8
 예술 및 문화  10 

 음악 및 무브먼트 12
 코미디,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14
 야외 및 가족 친화적 16
 ATX 먹기 18

주변부 26
 중심부 28
 도심부 30
 북쪽  32
 동쪽 34
 남부 36
 서부 38
 Rainey Street 40
 Red River 42
 6번가 44 

 남부 의회 46

Itinerary 48
행사 일정 52 
오스틴 둘러보기 60
안내 책자 62
지도 64
감사 인사 66

목차환



Austin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스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스틴을 이상하게 

만든 히피족과 우주 카우보이들처럼, 저희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제도 (AAPI) 지역 사회는 이 도시에 

뚜렷하고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텍사스 

- 아시아식 바베큐를 시식하거나 Ai Weiwei의 최신작을 

방문하든, 오스틴 경험의 모든면에서 AAPI 지역 사회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 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The Greater Austin Asian Chamber of 

Commerce welcomes you to Austin, where 

the fastest growing demographic in the 

fastest growing big city in Texas is Asian 

American! We are eight percent of its residents and our businesses are 

expected to number 22,000 in 2022. Along with the technology brains 

who power Austin’s economy, you’ll also find folks who are creating 

Asian American art not found elsewhere; check out comedy troupes 

like Hot Pot and Y’all We Asian, live theater by Lucky Chaos and Color 

Arc, and not one but two film festivals. We boast the top ramen in the 

U.S. and if you’re visiting in November, don’t miss our Asian Eats Night 

Market, with dance parties both nights. Have fun and channel your 

inner TexAsian! 

大オースティンアジア商業会議所－プレジデント兼CEO、マリーナ・バルガバ
大オースティンアジア商業会議所はあなたをオースティンに歓迎申し上げます、
テキサスでもっとも急速に発展中の大都市でもっとも急速に増加している人
口はアジア系アメリカ人です！私たちは住民の8パーセントを構成し事業者数
2022年には22,000に達する見通しです。オースティン経済の原動力である高
度の技術者とともに、他の場所では見出せないアジア的アメリカ芸術を創造し
ている人々がいます;ホットポットやヨールウィーエィジャンのようなコメディ劇
団、ラッキーケィオスとカラーアークのライブ劇場、一つではなく二つもある映
画祭をお調べください。当地は最高のラーメンが自慢で、ご来訪時期が11月に
当たるときはダンスパーティーが二晩ある夜のアジア料理マーケットを見逃さ
ないでください。テキサスアジア人の心を発揮して楽しみましょう！

ヴィジットオースティン－トム・ヌーナン、プレジデント兼CEO
ヴィジットオースティンにようこそ！当市の生き生きとした地域を歩き回
り、250個所を超えるライブミュージックハウスの一つでショーをご覧になり、
水上あるいは陸上の場面を心に残すなどオースティンで楽しい体験をしてくだ
さい。地元オーナーの多数のマーケット、オースティンとアジアのフュージョンレ
ストランを訪れ博物館で当地の開拓者について学んでください。ご滞在中に何
かお役に立てることがあったら、オースティンビジターセンターに立ち寄られる
か、ソーシャルメディア@VisitAustinTXでご連絡されるか、あるいは気さくな
オースティン住民の肩を叩いてください。

그레이터 오스틴 아시아 상공 회의소 - Marina Bhargava, 사장 겸 CEO
그레이터 오스틴 아시아 상공 회의소는 텍사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이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오스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스틴의 경제를 이끄는 기술 두뇌와 함께, 여러분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시아계 미국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Hot Pot & Y’all
과 같은 코미디 극단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에서의 최고 라면을 자랑하며, 
여러분들이 11 월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양 일간 댄스타티와 함께하는 아시아 음식 
야시장을 놓치지 마세요. 즐겁게 즐기시고 가슴 속에 TexAsian 채널을 만드세요!

大奥斯汀亚洲商会 (Greater Austin Asian Chamber of Commerce) — 大奥
斯汀亚洲商会总裁兼首席执行长Marina Bhargava欢迎您来到奥斯汀。在德
克萨斯州发展最快的大城市中、增长最快的人口就是美籍亚裔！我们占其
居民总数的8％，在2022年我们的商务人口预计将达到22,000人。美籍亚裔
除为奥斯汀经济提供技术大脑这样的动力之外，您还可在此发掘独一无二
的亚裔美国艺术创作；别忘了喜剧剧团Hot Pot与Y’all We Asian独具亚洲风
味的脱口秀表演、还有Lucky Chaos与Color Arc的现场戏剧演出，以及我们
别于一年一度的两大电影节庆。我们在美国拥有顶级的美味拉面，如果您
在11月来访的话，则万勿错过附加两晚舞会的亚洲美食夜市。愿您玩得开
心，这就引导您内心的德州亚裔魂、深度体验大奥斯丁的独家魅力！

来访奥斯汀 — 总裁兼首席执行官Tom Noonan欢迎您！当您来访奥斯汀，
我们邀请您如同当地人般地体验奥斯汀，请到充满活力的社区漫步，在250
多个现场音乐表演场地中观看各式表演，无论是水上陆地场景任君选。还
有许多融合了亚洲与奥斯汀风味的本地市场及餐厅供您探索，或到本地
博物馆参观浏览、了解拓荒者们曾历经过的筚路褴褛。在此逗留期间，如
有我们可以效劳之处，务请来到奥斯汀游客中心查询、透过社交媒体@
VisitAustinTX与我们联系，或者，还可以随处拍拍我们友好的德州路人的
肩膀求助。我们喜迎您的来访，愿您在此度过愉快的时光。

오스틴을 방문하세요 - Tom Noonan, 사장 겸 CEO가 환영합니다! Visit Austin에서, 
활기 넘치는지역을 현지인처럼 산책하며 오스틴을 경험하고, 250 개 이상의 라이브 
음악 공연 중 하나에서쇼를 관람하고, 수중 또는 육지의 장관들을 사진에 담도록 
귀하를 초대합니다. 아시아 및 오스틴사람들의 퓨전 풍미가 있는 많은 현지 소유 
시장과 레스토랑을 방문하거나 박물관을 방문하여현지 선구자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무는 동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스틴 방문자센터에 들르거나, 소셜 
미디어 @VisitAustinTX에 연결하거나, 오스틴 사람들의 어깨를 친근하게두드리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서 행복하며 귀하의 즐거운 방문이 되기를기원합니다.

Welcome! At Visit Austin, we invite you 

to experience Austin like a local - stroll 

through our vibrant neighborhoods, catch 

a show at one of more than 250 live music 

venues and take in the scenes on water or land. Visit the many locally 

owned markets and restaurants with Asian and Austonian fusion 

flavors or visit a museum and learn about local trailblazers. If we can be 

of assistance during your stay, please stop by the Austin Visitor Center, 

connect with us on social media @VisitAustinTX or just tap a friendly 

Austinite on the shoulder. We’re happy you’re here and wish you an 

enjoyable stay.

MARINA BHARGAVA  
PRESIDENT & CEO
Greater Austin Asian Chamber of Commerce

TOM NOONAN
 PRESIDENT & CEO
Visit Austin 



내부자 
조언들
귀하는 이미 저희가 바베큐, 아침 
식사용 타코, 창조적인 문화 및 
라이브 음악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잘 
알려지지 않은 - 최고 중의 최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찍을 가치가 있고, 
부러움을 유발하는 저희의 몇몇 
추천 명소들을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저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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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및 문화
오스틴을 독특하게 만드는 사이트 (구 버전 및 신 버전)를 구경해 
보십시오.

아시아계 미국인 문화 센터

ASIAN AMERICAN CULTURAL CENTER - AACC
2000 년에 설립되어 오스틴 경험에서 동서양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AACC는 보육, 건강 및 이민 관련 
자료, 문화 활동, 노인 복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AACC는 레이디 버드 레이크 (Lady Bird Lake)에서 매년 열리는 전통 
행사인,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 (Dragon Boat Festival)과 경주들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설치 미술품들 AI WEIWEI INSTALLATIONS
1957 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Ai Weiwei는 다작 예술이 우리 도시에 
생명을 불어 넣는 정치 운동가로, 오스틴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술은 Waller Creek Conservancy 및 현대 오스틴 
박물관 벽들이 없는 프로그램과 협업으로, 도시 내 두 곳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내부자 조언들 — 천 개 이상의 자전거 (74 Trinity St.에 위치)들을 
특징으로 하는 설치 미술품인 영원한 자전거들 (Forever Bicycles)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15 피트 높이의 죽은 나무 줄기의 복제품인 (현대 오스틴 
- 라구나 글로리아에 위치), 철로된 나무 줄기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 
보십시오.

아시아계 미국인 자료 센터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Cameron Road에서 2013 년 10 월 1 일에 개장한, 이 도시 시설은 많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는오래 기다려 온 꿈이었습니다. 현지 AAPI 지역 
사회 회원들이 설계한, 이 센터는 예술 전시실 뿐만 아니라, 공동 회의실, 
부엌, 무도실, 탁구대, 자료 도서관 및 젠 가든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얼굴들 FACES OF AUSTIN

Amy Wong Mok 
 아시아계 미국인 문화 센터의 설립자 겸 CEO,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 사회 파트너십의 회장

홍콩에서 태어나, 보스톤에서 교육을 받고 지난 
35 년 동안 오스틴 지역 사회 건축가 인, Amy는 
오스틴 봉사 활동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녀는 
아동 교육, 문화 다양성 및 여성 건강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녀는 Din Ho 중국식 
바베큐 식당에서 정통 광동식 가정 요리를 즐기고 
코끼리 룸에서 재즈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녀는 
Congress Avenue 다리 아래에서 박쥐를 관찰하는 
것을 또한 추천합니다 (3월 -10월). 그들은 “박쥐”
가 중국어의 “축복”과 같은 소리인 것처럼 들리므로, 
중국 문화에서는 좋은 징조입니다.

CREDIT: DAVID BRENDAN HALL

Ai WeiWei’s Forever Bicycles  |  CREDIT: DAVID BRENDAN HALL, COURTESY OF WALLER CREEK CONSERVANCY

오스틴 아시안 미국 영화제 

AUSTIN ASIAN AMERICAN FILM FESTIVAL (AAAFF)
영화 예술을 통해 아시아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 이야기들을 전하는 
목적의 쇼케이스. AAAFF는 AAPI 영화 제작자와 협력하여 영화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합니다.

가족 하우스 역사적 랜드 마크 

LUNG FAMILY HOUSE HISTORICAL LANDMARK
오스틴에 정착하기 위해 최초의 중국 가정 중 한 곳을 방문하십시오. 
Lung 씨는 최초의 중식당 중 하나인, Lung ‘s Chinese Kitchen을 
시내에 개장했습니다. 그들의 딸인, Inez Lung Lee는 오스틴의에서 
교사이자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가족 하우스 역사적 랜드 마크 

SING FAMILY HOUSE HISTORICAL LANDMARK
1900 년대 초 오스틴에 처음 정착한, Sing 가족이 살았던 집에 
들려주십시오. Joe Sing은 Travis 카운티의 경제 성장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Hong Lee 세탁소를 시작하여 많은 주 입법자들과 
오스틴 거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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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및 무브먼트
새로운 레코드를 쥐얻거나, 라이브 쇼를 관람하거나, 그루브를 타거나 중심 
무대에 오르든지 오스틴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음악이 모든 곳에 있습니다.

안톤스 ANTONE’S
1975 년 개장한 이래로, Antone’s는 Stevie Ray Vaughan과 James 
Brown로부터 Lady Gaga까지 모든 사람들을 호스트했습니다. 
온라인 또는 창구에서 티켓을 구입하고 밤새도록 춤을 출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컨티넨탈 클럽 CONTINENTAL CLUB
록, 컨트리, 재즈 또는 블루스들은 언제든지 이 전설적인 장소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신속히 가득 차기 때문에 일찍 오십시오.

하이 튠즈 HI TUNES
너무 좋아 믿기지 않는 노래방. 룸을 임대하여 파티를 시작하십시오. Hi 
Tunes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음료를 가져 와서 아침 시간까지 마음 
속의 노래를 하게 합니다.

스카이 캔디 스튜디오 SKY CANDY STUDIO
동부 오스틴의 최고 스튜디오 공간인, The sky’s. 귀하의 공연 기술을 
시험하고 공중 또는 서커스 예술 수업에 참석하십시오.

워털루 레코드 WATERLOO RECORDS
레코드를 사러 들르거나, 음악을 듣고 매장 내 성능을 확인하십시오.
내부자 조언들 —  웹 사이트에서 무료 공연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오스틴의 얼굴들 FACES OF AUSTIN

Miggy Milla 
싱어 송 라이터, 기타 리스트 및 보컬 프로듀서 
필리핀계 미국인인, Miggy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함께 성장해 온 문화를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완벽한 
날은 Half Step에서 라이브 음악을 확인하고 
Amy’s 아이스크림에서 달콤한 것을 집으며, 
Barton 스프링스 풀에 뛰어 듭니다. 귀하께서 
식사할 곳을 찾고 있다면, Miggy는 TLC에서 
해산물이나 또는 la Barbecue에서 바베큐 
외식을 제안합니다.

Anuradha Naimpally 
육자 및 사회 전문가 

Anuradha는 캐나다에서 자랐고 전 세계에서 
살았지만, 그녀의 풍부한, 두 문화적 배경이 
인디언과 서양 무용 장면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도움을 준 오스틴에서 지난 30 년 동안 살았습니다. 
Anu는 지난 25 년간 Austin Dance India 
(austindanceindia.com)의 예술 감독이었으며 
지역 예술 및 무용의 아이콘으로 간주됩니다. 
그녀와 같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그녀는 인도 
요리는 북 라마 (North Lamar)의 Swad 식당과 
범 아시아 요리는 이스트 7번 가의 Koriente를 
추천합니다.

Oliver Rajamani 
음악가, 가수 및 이야기꾼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한 스타일의 음악에 
마스터들인 반면, Rajamani는 인도, 중동, 
로마/집시 및 미국 음악 스타일들에 완전히 
익숙합니다. 타악기부터 현악기 및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자연스럽게 그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Austin에서 20 년 이상을 
지낸, Rajamani는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연결하고 그들을 위해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VISITAUSTIN.ORG 13
Gary Clark Jr. Performing at Antone’s  |  CREDIT: ARNOLD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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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Austin은 전 미디어에 걸쳐 AAPI 아티스트들의 고향입니다. SXSW®와 같은 

영화제부터 Alamo Drafthouse와 같은 명성있는 극장들까지, 오스틴의 

심장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리듬에 박동합니다.

컬러 아크 프로덕션 COLOR ARC PRODUCTIONS
창의적인 재능의 용광로는 극장, 영화 및 음악을 통한 다양한 
이야기들에 빛을 비춥니다. 다가오는 쇼들에 관해 그들의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폴아웃 극장 FALLOUT THEATER
Y’all We 공동 소유 아시아와 핫팟 코미디 극단 회원들인, Fallout 
Theatre는 라이브 코미디 장소이자 훈련 센터로, 일주일에 7일 밤의 
즉흥적인, 스케치 및 스탠드 업 코미디를 제공합니다.

핫팟 코미디 HOT POT COMEDY
오스틴의 유일한 전 아시아 촌극 코미디 그룹 (all-Asian sketch 
comedy group)은 몇몇 도시의 최고 만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 마실 음료를 지참하고 ColdTowne 극장에서 그들 공연 중 
하나를 보십시오.

인디 밈 INDIE MEME
Indie Meme의 사명은 신중하게 관장된 독립 영화들을 상영하여, 
남아시아에서 제작한 적절한 독립 영화를 사회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웹 사이트에서 출시하는 이벤트들을 찾아 남아시아 
문화를 탐험해 보십시오.

럭키 카오스 LUCKY CHAOS
Lucky Chaos는 2012 년 창립이래, 아시아계 미국인이 만든 60 
개 이상의 라이브 공연, 영화 및 디지털 이벤트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들의 현 제작물 중 하나를 보려면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오스틴의 얼굴들 FACES OF AUSTIN

Yola Lu 
코메디언 

아시아계 미국인 공연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Yola는 무대에 다양성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코미디 공연을 하고 
있던, 시애틀에서 오스틴으로 이사한 후, 그녀는 
오스틴 코미디 장면에 신속히 도입했습니다.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 공연자들을 위한 공간과 
기회들을 창출하기 위해, 그녀는 공동 창립한 
Disoriented Comedy와 Y’all We Asian
을 도왔습니다. Yola는 Madras Pavilion에서 
훌륭한 채식주의자용 인도 음식을 먹거나 
Ramen Tatsu-Ya에서 채식 라면을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Tim Tsai 
오스틴 아시아계 미국 영화제 전무 이사. 영화 제작자. 
편집자. 

2 세대 대만인 미국으로서, 지금은 두 명의 젊은 
텍사스 인들의 자랑스러운 부모인, Tim은 단지 
용인하지 않고 모든 형태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미국을 믿습니다. 이것은 영화 제작자로 
그의 작품 및 오스틴 아시아계 미국 영화제와 
관련된 그의 참여를 형상화한 신념입니다. 
그는 Mayfield Park에서 공작새를 발견하거나 
Tacodeli에서 타코를 구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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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및 가족 친화적
오스틴의 신비로운 음악 현장과 칵테일 문화를 제외하고, 가족 친화적인 많은 

엔터테인먼트 옵션들이 있습니다.

오스틴 공공 도서관 (중앙)

AUSTIN PUBLIC LIBRARY (CENTRAL)
총 200,000 제곱 피트에 이르는, 중앙 도서관은 전형적인 도서관이 
아닙니다. 오스틴 시내에 바, 카페, 가장 큰 태양광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그것이 결코 구식이 아닌 것을 증명합니다.

바튼 스프링스 풀 BARTON SPRINGS POOL
일년 내내 평균 기온이 68-70 도인, Barton Springs Pool은 모든 
계절의 수영에 이상적입니다. 잔디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이빙 
보드에서 뛰어 내리거나 또는 수영장을 왕복하는 현지인들을 
지켜보십시오.

조각 정원 UMLAUF SCULPTURE GARDEN
UMLAUF 조각 정원 및 박물관에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임시로 치되어 
있습니다. 그늘진 초록들을 산책하고 UMLAUF가 공유해야 할 끝없는 
이야기들에 푹 빠져보십시오.

ZILKER BOTANICAL 정원의 TANIGUCHI 일본식 정원

1969 년에 일반에 개방되었을 당시 70 세인, Taniguchi는 3 에이커의 
거친 산허리를 평화로운 정원으로 바꾸기 위해 봉급이나 계약없이 
일했습니다. 이 정원은 이 도시에 선물로 만들어 졌음을 나타내는, 
“오스틴”이라고 적혀 있는 정원의 전반부에 있는 연못을 인하십시오. 
내부자 조언들  —  모두 ZILKER 공원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버턴 
스프링스 풀 (BARTON SPRINGS POOL), UMLAUF, 및 식물원을 단번에 
확인하십시오.

빅 탑 (BIG TOP) 사탕 가게

빅 탑 사탕 가게는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꼭 들려야 하는 
곳으로, 기능이 풍부한 구식 소다 분수 및 아이스크림 케이스, 400 
개 이상의 대량 사탕 및 3,000 개가 넘는 포장된 사탕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보넬 MOUNT BONNELL
오스틴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간주되는, 마운트 보넬은 이 도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경치 지점들 중 하나입니다. 775 피트 정상은 하이킹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도심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내부자 조언들  —  그것은 부-넬 (buh-NELL)로 발음됩니다.

BULLOCK 텍사스 주립 역사 박물관

2001 년에 개장한 이래, 약 8 백만 명의 사람들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텍사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명를 가진, 이 박물관은  
4000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THINKERY
차세대 창조적인 문제 해결사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목적의 
혁신적인 어린이 박물관.

ZILKER 공원

질커 (Zilker) 공원은 416 에이커의 수변을 접한 351 에이커의 면적을 
자랑하며, 오스틴에서 완벽한 야외 오아시스입니다. 오스틴 시 리밋 
음악 축제 (Austin City Limits Music Festival), ABC 연 축제 및 
활동적인 오스틴 사람들의 일상 활동들과 같은 행사들을 여기에서 
개최합니다.

Zilker Botanical Garden, Isamu Taniguchi Oriental Gardens Bridge to Walk Over the Moon  
CREDIT: CHRISTINE FELTON

오스틴의 얼굴들 FACES OF AUSTIN

Keito St. James 
Tropical Productions 의  창립자

자랑스런 오스틴 거주민이자 Tropical Productions
의 설립자인, Keito St. James는 지난 30 년 동안 
오스틴과 알로하 (Aloha)의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여름 캠프와 노인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의 Hula로부터 150 명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전통적인 하와이 댄스 수업까지, 
Tropical Productions (hulasanantonio.com)는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 중심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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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X 먹기
오스틴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고급 식당에서부터 식품 

트럭에 이르기까지, 오스틴에는 전설적인 음식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레 

바베큐, 김치 튀김 또는 반미 타코이든지 간에, 거의 모든 블록에서 아시아의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및 트럭
ABO YOUSSEF
작은 음식 트럭은 큰 1인분과 더 나은 가격으로 주유소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하 차를 마시고 항상 미소로 귀하를 맞이할 주인인, 
Samir에게 인사하십시오.

BOMBAY DHABA
인도 요리의 필수품인, 이 길가 트럭은 새롭고 흥미 진진한 방법으로 
인기있는 인도 고전과 진미를 제공합니다.

DEE DEE THAI
입에 불을 붙일 곳을 찾고 있다면,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Dee Dee
는 너무 매워서 망고 끈적 끈적한 쌀조차도 매운 맛을 줄여 주지 
않는 향신료가 함유된 laab moo와 같은 정통 북부 타이 요리들을 
제공합니다.

DFG 국수 

이 장소는 무료의 Dang F’in’ Good 국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요리가 융합된, 이 
국수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0 년 영화 “Machete”에서 
우치를 휘두르는 스티븐 시걸 조수로 출연한, Cheryl Chin 주인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내부자 조언들  —  Cheryl 요리사는 귀하께서 그것을 혼합할 것을 
추천합니다. 황후의 카레를 학자에게 주문하십시오.

THAI-KUN
정통 태국 음식을 찾으신다면, 이곳이 귀하의 장소입니다. 향신료 
애호가들용, 폭포 포크와 같은 정통 요리들을 위한 지역 주변에 “OG 
Thai”로 알려지고, 조금 덜한 것을 찾는다면, 검정 국수들.

TITO ADOBO
멋진 숙모 또는 삼촌과 어울리는 것처럼, Tito Adobo에서는 
전통적인 필리핀 요리와 추가적인 현대적 열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필리핀 돼지 고기 adobo 볶음밥이나 귀하의 입 맛을 
돋울 상하이 춘권을 맛보십시오.

SONG LA
신속한 것이 필요합니까? 이 대만 거리 음식 판매업자는 분명히 
내세워 자랑할 버블 밀크 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닭고기 조각들을 
추가하면 신속한 식사로 완벽합니다.

오스틴의 얼굴들 FACES OF AUSTIN

Jane Ko 
오스틴 음식 및 여행 블로거

Jane은 2010 년부터 가장 인기있는 
레스토랑과 주말 휴가지를 제공해 왔습니다. 
아시안계 미국인임은 오스틴 지역 사회 및 
소셜 미디어 세계에서 그녀를 동떨어지게 
도와줌으로써 그녀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길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Charm Korean BBQ
의 뷔페식 코리언 바베큐와 Kung Fu Tea의 
보바 (boba)를추천합니다. 음식 추천을 받기 
위해 인스타그램 @atasteofkoko로 그녀에게 
연락하십시오.

Peelander-Yellow 
별칭은 Kengo Hioki 
음악가, 예술가,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사람

Peelander-Yellow는 Planet Peelander의 Z 
영역에서 탄생한 자기 소개 일본 액션 코믹 펑크 
밴드의 멤버입니다. 그는 오스틴에서 30 개 
이상의 벽화를 그렸으며 미국과 일본 여기 저기를 
계속해서 그립니다. 오스틴에서의 이상적인 
토요일은 자전거를 대여해서, Taqueria Arandinas
에서 점심을 먹고, Buzzmill에서 chai 라떼를 
마시고 스카이락 라운지에서 쇼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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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
TARBOUCH
물 담뱃대가 설치된 여유로운 파티오 분위기인,이 구식 레바논 
조인트에는 믿어지지 않는 케밥이 있습니다.

타지 팰리스 TAJ PALACE
1990 년 이래, Taj Palace는 매일 탄두리, 카레 및 기타 특선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조언들  —  그 곳의 매일 점심 뷔페를 확인하십시오.

JANG’S CHIMAC 카페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 - 정말 영광스러운 조합. 닭 날개는 
귀하의 것이 아닙니까? 문제 없습니다, Jang’s에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국식 요리를 제공합니다.

JULIE’S 수제 국수

수제 국수와 함께 먹는 전통적인 중국 요리. 한번도 경험이 없다면, 
쇠고기 국수 스프와 골파 만두가 필수입니다.

뉴 포춘 (NEW FORTUNE) 중국 해산물 식당

차이나 타운 센터에 위치한, 뉴 포춘은 홍콩 스타일과 후난 스타일의 
중국 요리들을 전문으로 합니다. 주말에 여기에 계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점심 딤섬 카트가 필수입니다.

NG 카페

고객 경험에 헌신된, Ng 카페는 텍사스의 환대와 베트남의 음식 
판매대의 이웃 사람 같은 감정을 결합합니다. 첫 방문이라면, 반미를 
먹어 봐야 합니다.

라면 타츠야 RAMEN TATSU-YA
라면 타츠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지 요리사인 Tatsu Aikaw와 Takuya 
Matsumoto의 합작입니다. “일본의 영혼 음식”이라는 별명을 가진, 
진정한 일본 라면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ATX 먹기

신식
CHI’LANTRO
프렌치 프라이, 김치를 만납니다. 버거, 불고기를 만납니다. 이 음식 
트럭에서 변환된 오스틴 필수품은 한국식 바베큐와 멕시코 요리를 
융합하여 맛있는 창조물로 만들어 줍니다.

FUKUMOTO SUSHI & YAKITORI IZAKAYA
고풍스럽고, 귀마루 공간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다양한 사케 목록, 
꼬치, 초밥 및 해산물 요리를 제공.

LORO
아시아 훈제장은 이 소박한 장소에서 텍사스 바베큐를 만납니다. 
쇠고기는 텍사스에서 왕이럴지 모르지만, 말레이시아 보쌈 치킨을 
여기에서는 반드시 주문해야 합니다.

LEROY & LEWIS
Be More Pacific에서는 고전적 및 변형시킨 구식 요리 모두를 
제공하며, 크래프트 맥주와 칵테일들과 함께 다양한 필리핀 요리들을 
제공합니다.

BE MORE PACIFIC
Be More Pacific에서는 고전적 및 변형시킨 구식 요리 모두를 
제공하며, 크래프트 맥주와 칵테일들과 함께 다양한 필리핀 요리들을 
제공합니다.
내부자 조언들  —  대규모 단체들의 경우, 바나나 잎에 제공되는 기구없는 
Kamayan 식사를 요청하십시오.

Loro  |  CREDIT: LOGAN CRABLE



|  VISITAUSTIN.ORGINSIdeR TIpSVISITAUSTIN.ORG  | INSIdeR TIpS 2322

신식 (계속)

NASHA
인도 카레와 오스틴 필수품들이 융합된 Nasha는, 모두 인도식이고 
텍사스와 멕시코풍이 조금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고 탄두리 치킨 
타코 또는 tikka con queso와 같은 현대 요리를 맛보거나, 또는 tikka 
masala 및 vindaloo와 같은 고전 음식에 충실하십시오. 

KEMURI TATSU-YA
텍사스 바베큐와 혼합된 전통적인 일본식 이자카야 (izakaya)인,  
Kemuri는 창의력만큼이나 넓은 메뉴를 특징으로 합니다.
내부자 조언들  —  모험적이라고 느끼십니까? 계절별 이국적이고 진귀한 
메뉴로 귀하의 편안함을 벗어나 모험하고 나중에 자랑하십시오.

UCHI
일본어 “집”에서 번역된, 이 독특한 식사 경험은 오스틴 남부의 
단장된 집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은 항상 번화한 곳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십시오. 
내부자 조언들  —  저가 시간대에서 Uchi 선호 요리의 맛을 보기 위해, 
“사케 사교”라고 불리는 해피 아워 버전을 위해 일찍 방문하십시오.

ATX 먹기

오스틴의 얼굴들 FACES OF AUSTIN

Yoshi Okai 
Otoko 수석 요리사, 음악가 

Yoshi Okai는 여섯 살 때부터 요리를 시작했으나, 
오스틴의 우치 (Uchi)에서 일하며 그의 전문적인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2017 년 음식 & 
와인의 최고 새로운 요리사는 Otoko의 수석 
요리사입니다. 무성한 음악 현장 외에도, 
오스틴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대학 
인구가 다양한 혼합 문화를 도시로 가져와, 
그가 느끼기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 들여진다는 
것입니다.

Ochazuke (Japanese Steeped Rice) at kemuri Tatsu-ya  |  CREDIT: KIRSTEN K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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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X 먹기

오스틴 원조들
차이나타운 식당 CHINATOWN RESTAURANT
오스틴에서 가장 오래 운영중인 중식 레스토랑은 Ronald Cheng이 
1983 년에 개장했으며 현재 오스틴 주변의 3 곳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노래방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고 빈티지 와인을 200 
병 이상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부자 조언들  —  북쪽에 위치한 곳들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딤섬 
브런치를 제공합니다.

SAM’S BAR-B-QUE
1957 년 이래 오스틴에서 개장한, 이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OG
는 “내 쇠고기를 먹는 데 이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만트라로 
운영합니다.

KERBEY LANE 카페

1980 년 이래 오스틴 중부 Kerbey Lane에 있는 작은 집에서 
운영되어 온, Kerbey는 그들의 퀘소 (queso)와 독창적인 
팬케이크들로 유명합니다.

POLVOS
1997 년 개장한, 이 오스틴 명소는 마가리타와 실내 멕시코 음식을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내부자 조언들  —  fajitas guajillo는 현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TORCHY’S TACOS
오스틴에 있는 한 푸드 트럭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Torchy’s가 오스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타코, 초록 칠리, 
퀘소)을 제공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내부자 조언들  —  퀘소는 꼭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VERACRUZ ALL NATURAL
오스틴에서 가장 좋은 migas 아침 식사 타코로 소문나서, Reyna
와 Maritza Vazquez 자매는 2008 년 Veracruz All Natural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놀라운 타코, 아구아스 프레스카크 (aguas 
frescas) 및 스무디들을 제공하는 오스틴 주식이 되었습니다.

시장 및 식당들
ASAHI IMPORTS
오스틴 유일의 독점적인 일본 시장. 일상적인 일본 음식, 전문 재료, 
즐거운 간식과 과자, 독특한 선물, 술과 맥주를 둘러보십시오.

GANDHI BAZAR
Gandhi Bazar는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인도 향신료, 채소 및 과일의 
장보는 시장입니다.

CHINATOWN CENTER
차이나 타운 센터는 Kramer와 노스 라마 North Lamar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80,000 평방 피트 이상의 면적에 걸쳐 있으며, 
진품인 아시아 요리와 소매의 메카입니다.

HANA WORLD
육류, 해산물, 포장 제품 및  푸드 코트가 있는 대규모의 가족 소유 
아시아 시장. Papa Donkasu에서 매운 돈까스를 주문하십시오. 절인 
채소와 된장국이 함께 제공됩니다.
내부자 조언들  —  푸드 코트의 대부분의 상인들이 카드를 받지 않으므로, 
현금을 지참하십시오.

세계 음식 및 할랄 시장 WORLD FOOD & HALAL MARKET
세계 음식 및 할랄 시장은 신선한 고기, 다양한 향신료, 냉동 식품 및 
야채를 전 세계로부터 제공하는 가족 소유 시장입니다.

Tuk Tuk Taco from Torchy’s Tacos  |  CREDIT: HUA LIU WITH TILTED CHAIR



주변부
졸리고 그늘 지어지고. 펑키하고 
재미있는 정교하고 감정이 
풍부한 지역. 오스틴의 근교들은 
문화적 유물과 유망한 명소들로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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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
오스틴은 단지 바베큐와 라이브 음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곳에 미국 최대 공립 대학 중 하나인, 텍사스 대학교이 있습니다. 

학부생의 17.8%가 아시아 인으로 확인되므로, 오스틴 중심부가 전 

세계의 멋진 음식으로 가득차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음식
테지 TEJI’S 인디언 레스토랑과 식료품점

이 정통 인디언 레스토랑은 이른 아침까지 불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클래식 요리들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향신료 수준을 확인하고 갓 
구운 난을 놓치지 마십시오.

DON JAPANESE KITCHEN
이 힙 푸드 트럭에서 변환된 벽돌 및 모르타르 식당에서 귀하 자신의 
돈부리 또는 “라이스 볼 요리”을 만드십시오. 소스는 독창적이고 1인분 
양은 매우 후합니다.

K-BOP
건강한 한국 스프, 롤, 볼 및 밀크 티들을 제공하는 기분 좋은, 카운터 
서비스 한국식 장소.

KISMET 카페

이 중동/지중해식 식당은 gyro, shawarma, kafta kabab, mashawi 
및 shish tawook과 같은 zabihah 할랄 선호 요리들을 제공합니다. 
귀하께서 고기를 먹지 않으시면, 엄격한 채식 및 채식 선택 요리들을 
또한 제공합니다.
 
COCO’S 카페

원래 인기있는 UT 학생 집합소인, Coco’s는 믿어지지 않는 진주 음료, 
밀크 티, 스무디 등으로 유명합니다. 대만식 프라이드 치킨을 맛보십시오.

  탐색
THE BLANTON 미술관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 미술 박물관 중 하나인, 퍼머먼트 컬렉션 (the 
permanent collection)은 유럽, 미국 및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온 
18,000 점의 작품들을 자랑합니다.

  상점
THE DRAG
Guadalupe 거리의 21 ~ 25 번가 사이에 위치한, the Drag는 먹고 
마시고 쇼핑할 수 있는 재미있는 명소들로 가득합니다. 구식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찾으려면 길가에 따라 위치한 많은 빈티지 상점들 중 
한 곳안으로 들어 서십시오.

  스냅
안녕하세요, 벽화 HI, HOW ARE YOU MURAL
텍사스 예술가이자 음악가인 Daniel Johnston이 그린, 이 고상한 
곤충 눈의 개구리는 오스틴의 상징물입니다.

Hi, How are you Mural  |  CREDIT: CARMEN M. FIS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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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론스타 주의 유산은 살아 있고 도심지에 있습니다. 구석 구석에는 예술, 상업 

및 문화가 있습니다. 텍사스 주 의사당은, 미국 국회 의사당보다 무려 14 

피트가량 높으며, 텍사스 주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더 크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먹거리
WU CHOW
8 가지 스타일의 모든 중국 대표 요리들을 제공하는, Wu Chow는 
오스틴 명소입니다. 세라믹 티키 머그잔에 제공되는 수많은 크래프트 
칵테일을 즐기고 수프 만두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부자 조언들  —  베이징 오리 구이에 관심이 있으시면, 48 시간 전에 
미리 주문하십시오.

FAREGROUND
이 마켓 플레이스에는 6 개의 고급 현지 공급 업체들과 공동 좌석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해피 아워 또는 저녁 식사 선택 사항으로, 
Fareground의 푸드 홀에서는 오스틴 최고 식당의 요리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볼 것
파라마운트 극장 THE PARAMOUNT THEATER
1915 년에 지어진, 파라마운트 극장은 오스틴 지역 사회 및 문화 
경관에 필수적입니다. Barack Obama, Aziz Ansari, Harry Houdini, 
Katherine Hepburn 및 Bonnie Raitt는 모두 무대를 빛냈으며, 현재 
일년에 20 만 명의 공연 예술 애호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상점
로터스 갤러리 LOTUS GALLERY
이 갤러리는 고대적 및 현대적인 아시아 예술과 골동품 및 장식품을 
전문으로 합니다.

2 번가 쇼핑 지구

2 번가를 산책하고 세련된 소매 상점, 커피 숍 및 식당들에 
들러보세요.

  음료
GARAGE BAR
이 종류의 시크릿 힙 크래프트 칵테일 바는 주차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부로 인해 멍해지지 말고, “클래식” 또는 “리퍼브” 칵테일 
중 하나를 주문하고 잠시 머무르십시오.

  스냅
무디 극장의 윌리 넬슨 동상 WILLIE NELSON STATUE 
2012 년 4 월 20 일 오후 4시 20 분에 공개된, 이 8 피트 높이의 청동 
동상은, 1974 년에 넬슨을 특집으로 한 Austin City Limits Live의 
파일럿 에피소드를 기념합니다.

오스틴의 얼굴들 FACES OF AUSTIN

Ashley Cheng 
스펀 아이스크림과 오스틴 요가 스쿨 공동 설립자

Ashley는 속속들이 식도락가입니다. 식당 
업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녀가 스크래치로 
만든 텍사스 토핑이 얹혀진 주문형 액체 질소 
아이스크림을 퍼주는 크래프트 아이스크림 
가게인, SPUN 아이스크림을 공동 설립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또한 요가 치료사, 
오스틴 요가 학교의 공동 설립자이자 소기업 및 
진보적 대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오스틴에 기반을 둔, 아시아계 
미국인 코미디 그룹 (예 : Hot Pot Comedy 또는 
Y’all We Asian Improv) 중 한 곳에서 공연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FareGround  |  CREDIT: RESPLENDENT HOSPITALITY



|  VISITAUSTIN.ORGNeIGhbORhOOdSVISITAUSTIN.ORG  | NeIGhbORhOOdS 3332

북쪽 
Research Boulevard의 북쪽에는 오스틴의 아시아 인구 대다수가 살고 

있습니다. Domain 및 the Arboretum 같은 많은 쇼핑 지구들 외에, 노스 

오스틴에는 많은 다양한 정통아시아 시장 및 쇼핑 센터들이 또한 있습니다.

  음식
SWAD 인도 채식 레스토랑

인도 북부의 정통 채식 요리들을 전문으로 하는, Swad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인도의 전통 밖에서 모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내부자 조언들  —  모든 맛을 보기 위해 masala dosa, chole bhature 
또는 견본 요리를 시식해 보십시오.

CHARM KOREAN BBQ
고전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현대적 식당인, Charm은 국수에서 수프, 
비빔밥까지 모든 한국식 필수 요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식 
바베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기있습니다.
내부자 조언들  —  일찍 빈 속으로 오십시오. 한국식 바베큐 부페를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PEACE BAKERY AND DELI
레바논 및 팔레스타인 음식을 풍성히 제공하는 카운터 서비스 델리와 
제과점. 방금 구운 baklava를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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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PINBALLZ ARCADE
레트로 핀볼과 비디오 게임들은 전투 로봇, 좀비 및 식당 서비스와 
같은 현대적 이끌림을 제공합니다.
내부자 조언들  —  귀하께서 그 곳의 183 위치로 향하고 있다면, 선호하는 
음료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치들에는 풀 바들이 있습니다.

자경단 VIGILANTE
이 보드 게임 바는 게이머와 괴짜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맞춤 게임 
테이블 중 하나에 앉을 수 있도록 일찍 오십시오. 
내부자 조언들  —  손에 스며드는 사케 폭탄을 주문하십시오.

  음료
101 BY TEAHAUS
범 아시아의 음식, 커피, 차 및 패스트리를 제공하는 풀 바를 갖춘 
패스트 캐주얼 범 아시아 식당.

COLLEGE ROADHOUSE
파트 가라오케 룸, 파트 바, 파트 식당, 멋진 파트. 이 한국식 다이브 
바는 귀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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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ilante  |  CREDIT: HUA LIU

  상점
THE DOMAIN
Domain 및 Domain 북쪽에서 쇼핑할 때까지 쇼핑하십시오. 잘 
알려진 디자이너들에서부터 지역 부티크에 이르기까지, 소매 및 식당 
센터에는 모두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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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I-35의 동쪽에 위치한, 이스트 오스틴 (East Austin)은 노동자 오스틴 

거주민들과 예술인들에게 인기있는활기찬 거주지입니다. 칵테일 바, 카페, 

갤러리 및 태양 아래 모든 종류의 음식과 함께, 아시아 음식들은 오랫동안 

주식으로 돋보입니다.

  음식
SAIGON LE VENDEUR
이 용도가 바뀐 운반 컨테이너는 피크닉 테이블들에서 진정한 동부 
유행의 베트남 거리 간식을 제공합니다.
내부자 조언들  —  구운 돼지 고기 반미를 주문하고 결코 뒤돌아 보지 
마십시오. 원하시면 OG를 얻으십시오.

SA-TÉN
고요하고 좋은, 이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카페는 책을 읽고, 친구와의 
만남이나 가벼운 점심 식사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내부자 조언들  —  점심 또는 커피와 함께 토스트 선택 중 하나를 주문하여 
살짝 달콤하고, 매우 부드러운일본 우유빵에 빠져 보십시오.

  방문
THE WHITE HORSE
라이브 컨트리 뮤직, 많은 춤과 귀에 있는 맛있는 음식 트럭. 말할 
필요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HOTEL VEGAS
금과 박제벽들 사이에 있는, 이 곳은 일주일에 7 일 밤 다양한 라이브 
음악과 DJ를 제공합니다. 쿰비아 밤을 위해 들러 이 곳 사진부스에서 
귀하의 저녁을 기념하십시오.

  스냅
YOU’RE MY BUTTER HALF MURAL
귀하의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친한 친구, 또는 더 좋은 반쪽과 이 
유명한 사진 op 밑에서 포즈를 취하십시오.

  음료
AH-SING DEN
이 친밀한 바는 칵테일, 사케 선택 및 친밀한 세팅으로 유명하지만, 
브런치와 간식거리는 언급할 만합니다. 귀하 자신을 멀리 보내기 위해 
Marooning #2를 주문하십시오.

Chicken Katsu Sandwich from Sa-Tén  |  CREDIT: JAN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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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SOUTH
절충주의, 아늑한 및 힙 커피 상점, 부티크와 과다한 멋진 식당들로 가득찬, 

사우스 오스틴은 이상한 오스틴을 유지합니다.

  음식
THAI FRESH
현지의 신선하고 지속 가능한 재료들을 제공하는, Thai Fresh는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인근 주방입니다.
내부자 조언들  —  식당의 시장 부분에 있는 찾기 어려운 태국 식료품 
저장실을 쇼핑하십시오.

ASIANA
이 뽐내지 않는 스트립 몰 식당은 빈약한 환경에서 정통 인도 음식를 
제공합니다.
내부자 조언들  —  모든 것을 맛보고 싶다면 뷔페 시간 동안 들르십시오.

Alamo Drafthouse Ritz  |  CREDIT: HEATHER KENNEDY

  방문
ALAMO DRAFTHOUSE 
1997 년 이래로, Alamo Drafthouse는 엄격한 청중 예절 정책, 비할 
데 없는 프로그래밍 및 영화 테마 메뉴 아이템들로 유명합니다. 
최고의 만찬 극장 경험을 위해 Alamo Drafthouse에서 공연을 
감상하십시오.
내부자 조언들  —  앞서 언급한 모든 에티켓을 버릴 생각이 있다면, 라이브 
영화 조롱인, 마스터 팬케이크 극장 (Master Pancake Theatre)용 표를 
미리 온라인으로 구매하십시오.

레이디 버드 존슨 야생화 센터

LADY BIRD JOHNSON WILDFLOWER CENTER
레이디 버드 존슨으로 더 잘 알려진, 미국 제 36 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Claudia Alta Johnson이 창립한, 야생화 센터의 사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 가능한 정원들, 교육 프로그램들, 연구 
프로젝트들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토착 식물 보존에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스냅
맥키니 폭포 주립 공원 MCKINNEY FALLS STATE PARK
시내에서 단 13 마일 떨어진 곳에서 초기 텍사스 농가의 유적지를 
탐험하고, 2 마일의 하이킹으로 모험을 즐기며 더 위쪽 폭포, 더 낮은 
쪽 폭포 또는 두 곳에서 수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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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올드 오스틴의 매력, 느긋한 밤의 유흥과 모든 주변의 자연의 

아름다움, 웨스트 오스틴은 Clarksville에서 Hill Country까지 

달합니다.

  음식
린 아시아 바 + 딤섬 레스토랑 
LIN ASIAN BAR + DIM SUM RESTAURANT
전통적이고, 건강한 중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Lin은 다양한 
품목들을 제공하지만, 요리사 링의 수프 만두가 빛납니다.
 
CLARK’S OYSTER BAR
오픈 키친이 있는 세련된 이웃 명소인, Clark ‘s는 랍스터 롤, 굴 및 
기타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위해 찾는 곳입니다.
내부자 조언들  —  해피 아워 때 들러 자연스런 바와 정규 바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방문
제스터 킹 양조장 JESTER KING BREWERY
다운타운 바 현장에 있다면, 서쪽으로 나가시어 165 에이커 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가 에일과 배럴 에이지드 야생 에일을 시음해 
보십시오.

  스냅
메이필드 공원 및 자연 보호구 
MAYFIELD PARK AND NATURE PRESERVE
오스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벽에 위치한 역사적인 
코티지, 정원 및 자연 보호구를 산책하십시오.
내부자 조언들  —  카메라를 준비하십시오! 메이필드는 자유롭게 땅을 
돌아 다니는 공작새로 유명합니다.

 

  음료
더 나은 하프 커피 & 칵테일 
BETTER HALF COFFEE & COCKTAILS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 칵테일, 와인, 깔끔한 술, 생맥주 및 전체 
메뉴. 이 커피 숍과 칵테일 바는 좋은 커피, 놀라운 비스킷 및 충분한 
주차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Lin Asian Bar + Dim Sum Restaurant  |  CREDIT: JANE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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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ey street
낮이든 밤이든, Rainey Street에서 할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스틴 

거주민들이 술을 진탕마시며 하루를 보낼 때 집처럼 바뀐 방갈로 바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음식
G’RAJ MAHAL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 트레일러로 만들어진, G’Raj Mahal은 훌륭한 
안뜰, 와인리스트 및 맥주 바를 갖춘 혁신적인 인도식 그리운 옛맛을 
제공하는 새로운 명소입니다.

EMMER & RYE
딤섬 스타일로 미국 요리를 제공하는 이 계절별, 농장 식탁 핫스팟 
여행의 맛을 보십시오.

  방문
LUSTRE PEARL 
Lustre 레모네이드를 주문하고 위층으로 가서 도시의 스카이 라인을 
보거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즐거운 일요일을 가지십시오.

  스냅
I HATE YOU SO MUCH MURAL
적과 사진을 찍기위해 방갈로 바에 들러보십시오.

emmer & Rye  |  CREDIT: JANE KO

  음료
LUCILLE’S
긴장을 풀고 술을 마시고 싶다면, Lucille ‘s가 완벽한 장소입니다. 
수제 칵테일을 시음하고 뒤뜰에서 제공되는 고전적인 잔디 게임을 
즐겨보십시오.

ICENHAUER’S 
특선 음료를 위해 주중 어떤 요일에 들르십시오. 그러나, 일요일에는 
mason jar sangria와 Super Soul Sunday을 위해 머물러 라이브 
밴드를 보며 주말에 작별 인사를하십시오.
 
BANGER’S 소시지 하우스 & 맥주 가든

택사스 크기만한 환대 위에 설립된, Banger’s는 그 약속에 
충실합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104 개의 맥주들이 들어 있어, 
주에서 세 번째로 큰 드래프트 시스템입니다.
내부자 조언들  —  일요일 브런치 시간 동안, 오렌지 스플래쉬가 든 샴페인 
병인, Manmosa를 주문하십시오.

Rainey Street  |  CREDIT: GEOFF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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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iver
3 도시 블록으로 뻗어있는, 레드 리버 문화 구역은 콘서트 찾는 자의 

꿈입니다. 귀를 따라, 론 스타를 움켜 잡고 우리가 왜 세계 라이브 음악의 

수도®로 불리는 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스틴의 얼굴들 FACES OF AUSTIN

Anna Nguyen 
오스틴의 PFLAG 회장, Texas 주도 지역의 트랜스젠더 교육 
네트워크 커뮤니케리션 이사

Anna는 오랜 오스틴 거주민이고 LGBTQ와 
인권 문제들을 위한 활동가입니다. Anna는 
오스틴에서 AAPI 문화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통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통 베트남 음식에 대한 그녀의 추천은 
Sunflower 식당과 Tam Deli입니다. 중국 
요리의 경우, Din Ho Chinese BBQ’s의 자매 
식당인, Ho Ho Seafood를 추천합니다.

cheer up charlies  |  CREDIT: BRIAN LEDDEN

  음식
다루마 라면 DARUMA RAMEN
Daruma는 계란이 없는 타피오카계 라면을 닭 날개 전체와 함께 
아늑한 라면 가게 분위기에서 제공합니다.

KORIENTE
Koriente는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무료
샐러드 바 및 된장국 덕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선한 재료, 채식 및 
글루텐이 없는 선택과 팬 아시아 요리는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방문
STUBB’S BAR-B-Q
Stubb의 시작은 전설적이며 유산은 겸손한 식당에서 바베큐를 
제공하며야외 무대에서 지역 뮤지션들과 Willie Nelson, Metallica 및 
Snoop Dogg 같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를 초청한 Red River 
Street에서 계속됩니다.

TRUE BLUE TATTOO
오스틴의 열정적인 문화에서 영감을 얻었습니까? 영원 기념품을 
구입하십시오.한

  음료
酒吧 MOHAWK 
100 개 이상의 현지 크래프트 맥주와 작은 일회용 술들을 제공하는, 
이 바 및 장소는 일주일 중 언제든지 쇼를 보려고 하는 오스틴 
거주민들의 고향 영웅입니다.

CHEER UP CHARLIES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kombucha, 유기농 주스 칵테일, 넓은 야외 
좌석 및 LGBTQIA 친화적  분위기의 이 곳은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내부자 조언들  —  바 밖에 있는 채식 위주의 푸드 트럭인, Arlo ‘s를 
이용해 보십시오. 오히려 육식을 좋아하신다면, 채식 기차에 탑승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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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가 Sixth Street
그것은 달러 샷, 전설적인 햄버거, 라이브 음악 또는 당신이 지켜 보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Sixth Street는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CASINO EL CAMINO
중금속,  4 분의 3 파운드의 앵거스 쇠고기, 마을 최고의 주크 박스로
오스틴에서 긴 하루를 씻어내는 것이 싫다면,이 곳은 귀하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내부자 조언들  —  Amarillo 버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2 명이 
먹기에 충분합니다. 최고의 바 경험을 위해 날개의 그것과 측면을 
주문하십시오.

  방문
ESTHER’S FOLLIES
지난 40 년 동안, Esther’s Follies는 정치적 풍자, 코미디 스케치, 
마법과 재미있는 음악 번호로 오스틴 거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내부자 조언들  —  입장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하십시오.

PARISH
힙합, 록, 펑크, 레게, 라틴 음악을 위한 이 라이브 음악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티켓을 미리 구입하거나 입구에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냅
6번가 SIXTH STREET MURAL 
현지인, 방문객 및 음악가를 똑같이 기념하는 벽화 앞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으십시오. (582 N Interstate 35 Frontage Rd.에 위치)

Historic Sixth Street Mural  |  CREDIT: CARMEN M. FISCHER

  음료
IRON CACTUS
75 종 이상의 테킬라를 자랑하는, Iron Cactus가 6번가의 핫스팟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THE DRISKILL HOTEL
원래 1886 년에 지어졌으며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는, 
The Driskill은 오스틴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건물들 중의 
하나입니다. 주중 어떤 시간에든 클래식 칵테일을 마시거나 또는 
일요일 블루스 브런치를 드시러 들러 보십시오.

The Driskill Hotel  |  CREDIT: THE DRISKILL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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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의회 South Congress
South Congress를 산책하고 오스틴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껴보십시오. 

더위에서 벗어나 많은 부티크, 식당, 미술관 및 음악 공연장들 중 하나로 

들어서십시오.

  음식
OTOKO
South Congress 호텔에 위치한 이 친밀한 12 인석 식당에서 멀티 
코스 omakase 식사를 즐기십시오.
내부자 조언들  —  이 식사 경험은 예약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온라인 예약을 하십시오.

HOME SLICE
오스틴이 선호하는 얇은 껍질 조각과 파이들. 창문에서 한 조각을 
쥐고 식사하십시오; 어느 쪽이든, 오스틴 거주민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방문
FIRST THURSDAY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South Congress 호텔은 라이브 음악을 
제공하며 특별 음료들을 훌륭한 가격들로 제공합니다. 이 행사는 
무료이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상점
PARTS & LABOUR
현지에서 만든 예술품과 독특한 기념품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LUCY IN DISGUISE WITH DIAMONDS
1984 년 이래로 오스틴의 괴물을 제공하는 이 가게는 빈티지 의류, 
가발, 소도구, 의상 및 임대 또는 구매를 위한 다양한 재미있는 다른 
품목들을 자랑합니다.

  스냅
AUSTIN MOTEL
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랜드 마크인 Austin motel은 친구들이 피드를 
스크롤할 때 fomo를 유도하는 완벽한 사진 작업을 제공합니다.

  음료
EGO’S
클래식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친구들이 어리석은 짓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Ego’s는 잊지 못할 가라오케 바입니다. 이 곳에서는 
전국 가라오케 토너먼트와 함께 무료 야간 세션을 개최합니다.

 Austin Motel  |  CREDIT: TONY REID



Itinerary
오스틴은 항상해야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몇 일 밖에 
안 남았을 경우, 가장 큰 재미로 
채우기 위한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여정 아이디어를 
원하시면, VISITAUSTIN.ORG/
PLAN-A-TRIP/ITINERARY-IDEA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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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아침
South Congress의 JO’S 에서 Iced Turbo 를 한번 마셔 
보고 “너를 매우 사랑해 I LOVE YOU SO MUCH”라는 
벽화와 사진을 찍거나 많은 음식점, 푸드 트럭 또는 카페들 중 
한 곳에 들러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South Congress의 길쭉한 부분을 따라 상점, 부티크 및 거리 
판매점들을 둘러보고 ALLENS BOOTS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오후 
오스틴의 자연적인 측면을 탐험해 보십시오. 로잉 부두 
ROWING DOCK 에서 패들 보드 또는 카약을 빌려 오스틴 
레이디 버드 호수 AUSTIN’S LADY BIRD LAKE 를 
탐험해 보십시오.

입맛을 돋은 후에는, LORO 로 가서 아시아 훈제 소고기와 
텍사스 바베큐 모두의 맛을 맛보십시오.

밤
3 월에서 10 월에 걸쳐, CONGRESS AVENUE 다리 아래 
거의 150만의 박쥐들의 집에 가서 마치 낮이 밤으로 바뀌듯이 
박쥐들이 비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컨트리 음악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텍사스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댄싱 파트너의 손을 잡거나 BROKEN 
SPOKE 에서 두 스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현지인을 
만나십시오.

Congress Avenue Bridge Bats  |  Credit: Kushal Bose

2일차
아침
PEACHED TORTILLA 에서 하루의 브런치를 먹으십시오. 
그 곳은 japajam 버거와 위스키 셀렉션으로 유명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신다면, 1885 년 이래로 제공해 온, LAMMES 
CANDIES 의 Texas Chewie Pecan Praline 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오후
수건과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3 에이커에 달하는 긴, 샘물이 
솓는 BARTON SPRINGS POOL 스프링스 풀에서 더위를 
식히십시오.

저녁을 현지 푸드 트럭 공원인, The Picnic 에서 COAT AND 
THAI 의 요리로 채우십시오.

밤
오스틴은 이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6번가를 SIXTH 
STREET 따라 걷고 이유를 알아보십시오.

EASY TIGER BAKE SHOP & BEER GARDEN 에서 
맥주와 브랫을 먹으십시오. 그들의 모토는 “잠시 머물러라.”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Barton Springs Pool  |  Credit: VISIT AUSTIN



행사 일정
오스틴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1 년 중 저희의 좋아하는 AAPI 
활동들과 오스틴 중심 행사들을 
찾아보십시오. 더 많은 오스틴 
행사들을 보려면, 
VISITAUSTIN.ORG/EVENT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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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무료 주간 FREE WEEK 1 월 첫째 주에, 오스틴 주변의 여러 
장소들을 포함하는 이 연례 행사에는 수백 개의 오스틴 밴드들이 
참여합니다.
인도계 미국인 연합 공화당 경축일 INDIAN AMERICAN 
COALITION REPUBLIC DAY GALA 저녁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로 인도 공화국 기념일 축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축제 MARTIN LUTHER KING JR. 
FESTIVAL 텍사스 대학교에서 국회 의사당을 거쳐 Huston-
Tillotson 대학까지의 Martin Luther King Jr. 박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진에 동참하십시오.

2월
흑인 역사의 달 BLACK HISTORY MONTH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그들의 업적들을 축하에 전념하는 달. 
오스틴 중국 사회 신년 축하 CHINESE SOCIETY OF AUSTIN 
NEW YEAR CELEBRATION 이 연례 행사에서 설날을 
축하하십시오.
음력 설날 축제 LUNAR NEW YEAR FESTIVAL 차이나 타운 
센터의 연례 음력 설날 축하 행사.
외부인 축제 OUTSIDER FEST 외부인은 LGBTQ+ 지역 사회들이 
예술을 공유하고, 대화를 시작하며 경계를 초월하도록 단결시킵니다.
테트 축제 TET FESTIVAL 베트남 공동체의 연례 신년 축제.
변형 영화제 TRANSFORM FILM FEST 오스틴의 유일한 축제는 
텍사스에 근거를 둔 여성 (시스 및 트랜스)들이 독점적으로 만든 
영화에 전념했습니다.

3월
ABC 연 축제 ABC KITE FESTIVAL Zilker 공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무료 연 축제.
HOLI MELA 오스틴 힌두 사원에서 매년 개최되어 다양한 음식 
판매대와 인도 바자회 (Indian Bazaar)가 있는 색상들의 축제를 
기념합니다.
로데오 오스틴 RODEO AUSTIN 오스틴의 연례 로데오에는 
공정하고 라이브 음악과 가축 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XSW® 음악, 영화 및 상호 회의 및 축제 세계 각국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 음악가 및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행사 동안 음악, 영화 및 양방향 미디어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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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연간 오스틴 드래곤 보트 축제 ANNUAL AUSTIN DRAGON BOAT 
FESTIVAL 음력 5 월 5 일에 개최되는, 드래곤 보트 축제는, 문화적 역사가 
풍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틴 음식 + 와인 축제 AUSTIN FOOD + WINE FESTIVAL 비영리 
오스틴 음식 & 와인 연합에 혜택을 주는 음식, 와인 및 증류주를 3 일 동안 
축하.
아트 시티 오스틴 ART CITY AUSTIN 이 행사는 팔머 이벤트 센터 
파빌리온을 120 명 이상의 다이내믹 아티스트를 쇼케이스하는 알 프레스코 (al 
fresco) 예술 블록 파티로 변형시킵니다.
뱅골 신년 축제 BENGALI NEW YEAR FESTIVAL (PAHELA 
BAISHAKH) 벵골 신년을 축하하기 위한 연례 모임
인디 밈 INDIE MEME FESTIVAL 축제  4일 간의 엄선된 남아시아 영화
코미디 축제 MOONTOWER COMEDY FESTIVAL 유명한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열리는, Moontower는 코미디에서 가장 큰 이름들을 선보이는 4 
일간의 코미디 축제입니다.
그랑프리 오브 아메리카스 MOTOGP™ GRAND PRIX OF THE 
AMERICAS 아메리카스 트랙 서킷에서 오토바이 레이싱하는 주말.
축제 SONGKRAN FESTIVAL 태국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Wat 
Buddhananachat에서 개최됩니다. 
남아시아 신년 축제 SOUTH ASIAN NEW YEAR FESTIVAL 남아시아의 
문화와 다양성을 공개로 보여주는 연례 야외 축하 행사.
世界太极拳与气功日 WORLD TAI CHI AND QIGONG DAY 每年4月的
最后一个周六，超个65个个家的功夫社个同个个个太个拳。

Holi Mela  |  CREDIT: ADAM FILIPOWI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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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시아 태평양 미국 문화 유산의 달 ASIAN 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 미국의 역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의 성공에 중요한 
아시아계 및 태평양 도서계 미국인 세대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 달.
오스틴 댄스 인도 학생 쇼케이스 AUSTIN DANCE INDIA STUDENT 
SHOWCASE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은 화려한 의상들 및 전통 Bharata 
Natyam 레퍼토리로 등장합니다.
오스틴 연례 음식 및 유산 축제 CELEBRASIA AUSTIN ANNUAL FOOD 
AND HERITAGE FESTIVAL  아시아 태평양 미국 문화 유산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틴 시의 아시아계 미국인 자료 센터에서 열립니다.
시 전역 CITY-WIDE IFTAR  라마단 기간 동안 일몰시 하루 종일 금식이 
저녁 식사와 함께 중단되는 행사.
블루스 온 더 그린KGSR BLUES ON THE GREEN Zilker 공원 야외에서 
열리는 가족 및 애완 동물 친화적인 여름 음악 시리즈.
박수 OVATION  아시아 태평양 도서계 미국인의 유적과 업적을 기념하는 
그레이터 오스틴 아시아 회의소의 연례 행사.
서부 오스틴 스튜디오 투어 WEST AUSTIN STUDIO TOUR 5 월 2 번의 
주말에 걸쳐 열리는 무료, 연례 셀프 가이드 아트 행사.

6월
오스틴 아시안 미국 영화제 AUSTIN ASIAN AMERICAN FILM 
FESTIVAL 미디어 아트를 통해 아시아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 
이야기들을 전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이 영화에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축제.
축제 CHAAND RAAT FESTIVAL Eid ul-Fitr 무슬림 축제 전야.
菲律宾丰年庆 PISTA SA NAYON 이웃, 가족 및 친구들에 초점을 
맞춘 좋은 추수의 필리핀 기념 행사.

7월
7 월 4 일 불꽃 놀이 및 교향곡 FOURTH OF JULY FIREWORKS 
& SYMPHONY Austin Symphony는 Auditorium Shores에서 
레이디 버드 레이크 (Rird Bird Lake) 위의 환상적인 불꽃 놀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절정의 애국 음악 연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힐 컨트리 갤러리아 독립 기념일 축제 HILL COUNTRY GALLERIA 
INDEPENDENCE DAY FESTIVAL 무료 기념 행사 예술, 라이브 
공연 및 불꽃 놀이를 공연하는, 힐 컨트리 갤러리아 (Hill Country 
Galleria)에서의 무료 기념 행사.
사운드 및 시네마 SOUND AND CINEMA Alamo Drafthouse
의 거대한 공기 주입식 야외 스크린에 투사된 클래식 영화 및 컬트 
영화들과 결합된 라이브 및 현지 음악.

8월
오스틴 크로니클 핫 소스 축제 THE AUSTIN CHRONICLE HOT 
SAUCE FEST 작은 핫 소스 콘테스트로 시작된 행사는, 그 종류의 
가장 큰 대회와 오스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일년 중 음식 행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오스틴 프라이드 축제 & 퍼레이드 AUSTIN PRIDE FESTIVAL & 
PARADE 중앙 텍사스에서 가장 큰 연례 LGBTQIA 지지 및 모금 
행사.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게임, 음식, 음료 및 100 개 이상의 업체 
부스들의 두 무대들을 즐기십시오.
오스틴 볼리우드 데이 AUSTIN BOLLYWOOD DAY Bollywood 
Day는 남아시아 문화, 음식, 의류, 음악, 판매업자 및 경연 대회를 
선보이는 축제입니다.
오이타 일본 축제 OITA JAPAN FESTIVAL 일본식 음식과 음료, 
아이들의 공연, 다도, 음악, 댄스, 타이코를 즐기십시오.
긍지의 종파 초월 예배 PRIDE INTERFAITH SERVICE 안전한 
영적 환경들을 지원하는 자원 봉사자 그룹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배를 개최합니다.

CeleBrasia  |  CREDIT: ASIAN AMERICAN RESOUR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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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오스틴 박물관의 날 AUSTIN MUSEUM DAY 오스틴 박물관 
협력 (Austin Museum Partnership)이 주최하는, 이 특별한 날에는 
참여하는 오스틴 지역 박물관 및 문화 사이트들에서 무료 전시회 및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코미디 축제 OUT OF BOUNDS COMEDY FESTIVAL 전국 
각지에서 온 코미디언들은 오스틴 거주민들에게 그들의 코미디를 
보여줍니다.
환상적인 축제 FANTASTIC FEST 환상적인 축제는 미국에서 공포, 
판타지, 공상 과학 및 액션 영화들을 전문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입니다.

10월
오스틴시 리미츠 뮤직 축제 AUSTIN CITY LIMITS MUSIC 
FESTIVAL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 중 하나로, Zilker 
공원에서의 여덟 무대의 130 개 뮤지컬 공연.
오스틴 영화제 AUSTIN FILM FESTIVAL 국내 최고의 영화제 중 
하나로 인정받는, 이 영화 행사는 최고의 영화들 및 인디 영화들에 
똑같이 빛냅니다.
포뮬러 1 미국 그랑프리 FORMULA 1 UNITED STATES GRAND 
PRIX 저희 Circuit of The Americas에서 개최되는 국제 자동차 
경주.
NAVARATRI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기념하는 9 일간의 힌두 축제.
BATHUKAMMA PANDUGA 남부 인도 민속 춤과 아름다운 
꽃꽂이가 수반되는 오스틴 힌두 사원에서 열리는 꽃 축제. 
빛의 DIWALI 축제 DIWALI FESTIVAL OF LIGHTS 가장 
큰 인디언 축제는 빛의 축제를 기념하여, 세계 각지의 남부 
아시아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텍사스 도서 축제 TEXAS BOOK FESTIVAL 전국에서 가장 큰 
문학 축제 중 하나인, 연례 도서 축제는 주 의사당, 80 개 이상의 
전시 업체, 라이브 음악, 지역 푸드 트럭, 가족 활동 및 작가와 책 
애호가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포함하여 20 개 이상의 
장소에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11월
아시아 음식 야간 시장 ASIAN EATS NIGHT MARKET 중앙 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를 걸으면서 35 개 이상의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즐기십시오. 흥분거리는 양방향 활동, 음식 설명, 공연 및 2 
번의 댄스 파티들의 형태로 풍부합니다! 
동부 오스틴 스튜디오 투어 EAST AUSTIN STUDIO TOUR 11 월 2 번의 
주말에 걸쳐 열리는 무료, 연례 셀프 가이드 아트 행사.
연례 일본 가을 축제 ANNUAL JAPAN FALL FESTIVAL 다양한 일본 
음식과 과자, 예술, 게임, 일본 전통과 현대의 오락거리를 즐기십시오.

12월
아르마딜로 크리스마스 바자 ARMADILLO CHRISTMAS BAZAAR 올드 
오스틴의 음영은 절충주의의 선물과 지역 오락으로 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오스틴의 신년 AUSTIN’S NEW YEAR 이 알코올이 없는, 가족 친화적인 
행사는 Auditorium Shores에서 축제 공연과 함께 도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념합니다.
빛의 흔적 TRAIL OF LIGHTS Zilker 공원에서의 오스틴 빛의 흔적 (Trail 
of Lights)은 필수적인 오스틴 경험의 일부이며, 지역 사회, 추억, 재미를 
기리는 행사로 빛을 발합니다.

ACL Music Festival  |  CREDIT: WENDY WEI 



You already know we’re known for 

breakfast tacos, hot weather, and live 

music. We’re here to help you see the best 

of the best — o� the beaten path. Check 

out some of our photo-worthy, 

envy-inducing recommendations and 

thank us later.

NEIGHBOR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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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메트로 버스 라인 오스틴의 CAPITAL METRO BUS LINE
시스템은 500 평방 마일에 달하는 센트럴 텍사스 주 시스템으로 
버스 정류장이 3,000 개가 넘고 노선은 53 개입니다. 오스틴은 여러 
지역 버스 노선, 제한된 정지/안내 경로, 특급 노선 및 텍사스 대학교 
셔틀 경로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포괄적인 지도 및 세부 정보가 담긴 
CapMetro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METRO RAIL
은 Leander 시에서 컨벤션 센터 옆의 오스틴 다운타운까지 32 마일의 
오스틴을 연결합니다.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약 오후 7 시까지, 
연장 서비스는 금요일 오전 1시 30 분및 토요일 오전 2시 30 분까지 
운영됩니다.

TAXI/RIDESHARE 
AUSTIN은 최대 기술 기반의 운송으로 이용됩니다. VISITAUSTIN.
ORG/RIDESHARE. 에서 언제든지 주문형

SHUTTLE
SuperShuttle은 미국 내 주요 공항 셔틀 서비스 중 하나로 일년에 8 
백만 명이 넘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IP 경험을 하시려면, 
사설 블랙 카 서비스인 ExecuCar를 이용하십시오.VISITAUSTIN.
ORG 에서 추가 셔틀, 리무진 및 전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RENT A BIKE OR SCOOTER 
오스틴 B 사이클의 계속 운영되는 자전거 대여 (On-the-go bike 
rentals)는 시내 전역에 위치한 40 개 이상의 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당 및 일일 대여를 제공하는 자전거 상점 및 
도크리스 자전거 및 스쿠터 대여 회사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EDICAB 
현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주차시키는 카트들은 오스틴 전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운전자는 오스틴 시 지상 운송부 (Ground 
Transportation Department)의 허가를 받고, 팁에 의존하여 홀로 
운영하므로, 관대하십시오!

추가적인 이동성 관련 질문이나 필요 사항은 VSATX.ORG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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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장소
Austin Christian Assembly 오스틴 기독교 총회
Austin Christian Fellowship of India 오스틴 인도 크리스천 펠로우쉽
Austin Hindu Temple 오스틴 힌두 사원
Austin Mosque 오스틴 모스크
Austin Shambhala Center 오스틴 샴발라 센터
Austin Taiwanese Presbyterian 오스틴 대만 장로교
Burmese Buddhist Temple 버마 불교 사원
Chinmaya Mission of Austin 오스틴 친마야 (Chinmaya) 미션
Choon Man Han Presbyterian Church 장로 교회
Fo Guang Shan Xiang Yun Temple 사원
Holy Vietnamese Church 거룩한 베트남인 교회
Islamic Center of Greater Austin 그레이터 오스틴 이슬람 센터
Japanese Church of Austin 오스틴 일본인 교회
Oriental Mission Church at Austin 오스틴 동양 선교 교회
Radha Madhav Dham, Hindu temple 힌두 사원
Sisters of the Holy Cross 거룩한 십자가의 자매들
Sitagu Buddhist Vihara
Sri Shirdi Sai Baba Temple of Austin 오스틴 사원
Sri Venkateswara Temple of Austin 오스틴 사원
Taiwanese Buddhist Temple 대마인 불교 사원
The Austin Chinese Church 오스틴 중국 교회
The Lord’s Church of Austin 오스틴 주님의 교회
The Nueces Mosque 모스크
Tibetan Buddhist Temple 티베트 불교 사원
Vietnamese Baptist Church 베트남 침례 교회
Vietnamese Buddhist Temple 베트남 불교 사원
Yerang Presbyterian Church 예랑 장로 교회

식사와 음료
Asia Cafe 아시아 카페
Austin Chai Wala 
오스틴 차이 왈라
Austin’s Habibi
Bao’d Up 
Bento Picnic
Biryani & Co
Biryani Pot
Chen’s Noodle
Clay Pit 
Coat & Thai
Crepeful
Din Ho Chinese BBQ 
Dragonbeard Kitchen 
Elizabeth Street Cafe 
EurAsia 
Guan Yin Tea House
H Mart Companies Inc 
Halal Corner
Ho Ho Chinese BBQ
Hunan Bistro
Java Noodle
Jenna’s Asian Kitchen 
Kim Phung Restaurant 
Komé Sushi Kitchen
Korea House
Kung Fu Tea
Le Muse Coffee & Wine Bar
Lucky Bakery & Café 
Lucky Robot 
Madam Mam’s
Madras Pavilion  
Mama Fu’s Asian House
Michi Ramen
Mirchi’s
Mom’s Taste
Osaka Mansun
Pho Ha Noi
Pho Please

Pho Van
Phonatic
Pinch
Saffron  
Sap’s Fine Thai Cuisine 
Shahi Food
Shandeez Grill
Shanghai Chinese Restaurant
Shu Shu’s Asian 
SnoMo 
Super China
Suzi’s China Grill 
Tam Deli & Cafe 
Tapioca House 
Tarka Indian Kitchen 
Tea Haus
Teapioca Lounge 
Tempura Halal Indo-Pak Grill
The B’s Kitchen and Catering
Titaya’s 
Tous le Jours
Twin Panda
Van’s Banh Mi
Veggie Heaven
Xian Sushi & Noodle 
YummiJoy

쇼핑 
Asia Market 아사아 마켓
Austin Books & Comics
북 & 코믹 
Han Yang Market 한양 마켓
Hana Market 하나 마켓
Hong Kong Market 홍콩 마켓
Man Pasand
Mang Dedoy 
Shaman Modifications
Taj Grocers
To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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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정책을 지지하고,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 안내서를 만드는 데 조언을 해 

주신것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 자료 센터의 친구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

추가 정보
귀하의 오스틴 방문을 기억에 남도록 해주는 인증된 안내서를 찾고 있다면, 여기에서 

귀하에게 적합한 것을 찾으십시오: AUSTINTOURGUIDES.ORG

아티스트 만나기 MEET THE ARTIST

Nhi Nguyen은 텍사스 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미국인 예술가입니다. Nhi의 

작품은 손으로 쓴 글씨 작업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기적이며 장난스럽고 사려 

깊은 심미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스틴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Nhi는 그린벨트를 

걷고, East Side에서 레터링 수업을 듣고 

가능한한 많은 bún bò huế 를 먹는 것을 

제안합니다.

NHI NGU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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