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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Portland?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매일 버스 두 대를 가득 채우는 수의 사람들

이 포틀랜드(오리건 주)로 이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많은 도시를 두고 왜 하필이면 포

틀랜드일까? 다양한 직종의 포틀랜더를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자연

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대답이 압도적이다. 포틀랜드는 작은 도시다. 다운타운에서 

공항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산과 바다, 호수도 한두 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

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좋다. 18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

고 있고 키 큰 나무들이 즐비해 있다.

이 도시의 슬로건은 “Keep Portland Weird(포틀랜드를 이상하게 유지하자)”이다. 그 슬

로건을 지키기 위한 포틀랜더의 노력은 가상할 정도다. 발가벗고 자건거 타기 대회, 남

녀 수염 대회, 가짜 영화제 등 희귀한 페스티발이 수시로 열린다. 뭐든 직접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유행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자신만의 멋부리기에 심취해 있다. 포

틀랜드는 인구 대비 세계에서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맥주 바가 아

닌 맥주 브루어리가, 커피숍이 아닌 커피 로스터가, 글로벌 체인 브랜드가 아닌 로컬 

브랜드가 넘쳐난다. 스타벅스가 아닌 포틀랜드 태생의 스텀프타운 커피, 코아바 커피

를 선호하는 도시, 반스 앤 노블이 아닌 중고 서점 파월 북스가 사랑받는 곳이 바로 여

기 포틀랜드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포틀랜드는 미국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

시 1위에 선정되었다. 거쳐가는 도시가 아닌 정착하고 싶은 도시, 새로운 것에 도전하

는 것을 즐기고, 비주류를 주류만큼이나 존중하며 속도를 한 템포 늦추고 자신만의 신

념으로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포틀랜드를 소개한다.

*Very Portland

포틀랜더는 지극히 포틀랜드스러운 무언가를 두고 “Very Portland”라고 말합니다. <베리 포틀

랜드>는 포틀랜더가 사랑하는, 지극히 포틀랜드스러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힙스터들

의 도시, 나이키와 스텀프타운의 도시, 킨포크의 도시… 포틀랜드를 상징하는 몇 가지 단어는 이

제 지워도 좋습니다. <베리 포틀랜드>가 지금 현재의 포틀랜드, 그중에서도 엄선된 장소와 키워

드만을 보여줄 테니까요. 포틀랜드에서 3년째 거주 중인 포틀랜더이자 11년 차 피처 에디터가 

선정한 265개의 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컬들이 사랑하는 레스토랑, 커피 로스터, 맥주 

브루어리, 리빙숍, 1박 2일 오리건 여행지, 호텔과 에어비앤비, 포틀랜더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인터뷰까지 모두 한 권에 담았습니다.

로컬들이 먹고 쇼핑하고 

즐겨 찾는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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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 포틀랜드
조소영 지음 | 청림Life

포틀랜드 미니 가이드

지은이 조소영(Jo So Young)    펴낸이 고병욱

1판 1쇄 인쇄 2018년 3월 12일    1판 1쇄 발행 2018년 3월 30일

펴낸곳 청림출판(주)    등록 제1989-000026호

홈페이지 www.chungrim.com

ISBN 979-11-88700-09-7 (1398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조소영·Travel portland, 2018

*Travel Portland

우리는 오리건에 위치한 도시 포틀랜드의 관광청입니다. 포틀랜드는 지역성, 창의성, 지속가

능성,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며 미국 북서부에서 자발적으로 탄생한 특별

한 도시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포틀랜드를 방문해 이 도시의 매력에 대해 직접 체험하기를 바

랍니다.

Portland Walking Tours
가이드와 함께 다운타운을 걸으며 포틀랜드 건

축, 역사, 공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portlandwalkingtours.com

Brewvana
어워드에서 수상한 포틀랜드 브루어리를 투어

한다. 

brewvana.com

Portland Spirit River Cruises
점심 또는 저녁 식사와 함께 크루즈를 즐길 

수 있다. 

portlandspirit.com

Third Wave Coffee Tours
포틀랜드의 대표 로스터 커피를 마시고 커피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thirdwavecoffeetours.com

Pedal Bike Tours
자전거를 타고 포틀랜드의 랜드마크, 레스토

랑, 숍 등을 방문한다. 

pedalbiketours.com

Wildwood Adventures Tours
후드 산, 오리건 코스트, 윌래밋 밸리 와이너

리 투어를 진행하다.

wildwoodtours.com

Forktown Food Tours
여러 레스토랑을 돌며 샘플 메뉴를 즐기고 포

틀랜드 푸드 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orktownfoodtoursportland.com

BrewGroup PDX
페달을 밟으며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맥

주를 마실 수 있다. 3개의 탭 룸에 정차한다. 

brewgrouppdx.com

Evergreen Escapes
국립 공원, 도심 랜드마크, 와이너리 등 다양

한 투어 중 선택할 수 있다. 

evergreenescapes.com

Portland Tour 포틀랜드 구석구석, 좀 더 특별한 코스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자.

 지도 출처    23쪽: portlandstreetcar.org   |   24쪽: trimet.org   |   25~28쪽: portlandmaps.com

*본 가이드북의 정보는 2018년 2월 기준입니다. 1

포틀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생동감 넘치는 예술가와 창작자, 

소규모 비즈니스 커뮤니티,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과 맥주, 그

리고 이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조합의 결과입니다. 덕분에 도시의 제조 문화는 이주

민들이 이곳에 정착할 무렵인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진화

해왔죠. 오리건 주, 그 중에서도 포틀랜드는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들에겐 꿈의 도시로 여겨집니다. 포틀랜

더는 손과 기술을 이용해 삶을 이어나가고 자신의 꿈을 현실

화시켰어요. 탄탄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예술 커뮤니티가 형

성되고 열정적인 시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죠. 덕분에 포

틀랜드에서는 많은 유명한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수제 아이스크림, 가구, 복잡하게 만들어진 세라믹 제품부터 

고급스러운 가죽제품과 의류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는 

품목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편리한 접근성 덕분

에 포틀랜드 주변을 걸으며 이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방과 

숍을 둘러볼 수 있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죠. 

포틀랜드의 제조 문화를 다른 도시의 문화와 차별화하는 것 

중 하나는 끈끈한 연대와 열정적인 포틀랜더입니다. 지역의 

예술, 그리고 제조 문화를 지지하는 건 사업가나 시민운동가

들만이 아니에요. 포틀랜더 모두가 이 문화에 동참합니다. 유

명 브랜드가 아닌 이웃이 만든 브랜드를 찾고 소비하죠. 포틀

랜드 어디에 가든 자신만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취직은 안 하나요?” “안정적인 직장

을 찾아야 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

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포틀

랜드는 제가 살아온 다른 도시들과 너무나 다른, 서로가 서로

의 꿈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입니다.

Why Portland?

Matthew Preston
ADX Director of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ADX
포틀랜드는 DIY 문화가 발달한 도시로도 유명한데, 그 문화를 이끈 곳이 여기 ADX다. 의자, 조명, 티셔츠, 패턴 프린팅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무

언가가 만들어지는 곳이며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클래스도 다양하다.

417 SE 11th Ave.
(503) 915-4342  |  adxportland.com



포틀랜드는 파리, 로마와는 다른 맥락의 글로벌 도시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틀랜드를 주제로 여러 매거진

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포틀랜드를 하나의 마

이크로코즘, 즉 기존의 상업적인 시장과는 다른, 예술적 순수

성을 지닌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아마도 작은 아이디어

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지인들을 고용해 꿈을 이뤘던 

1990년대의 포틀랜드를 떠올렸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오늘

날의 현실과는 다르지만 꿈은 여전히 존재하고, 드물긴 하지

만 지금도 널리 회자될 만한 성공 스토리가 탄생하곤 합니다. 

1980년대의 포틀랜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목우지

대였어요. 작고 조용한 마을과 괴짜들이 모이는 안식처, 그 

중간쯤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때 

벤 엘리스(Ben Ellis)와 트레스 섀넌(Tres Shannon)이 작은 음

악 공연장 엑스 레이 카페(X Ray Cafe)를 열며 이슈를 일으켰

죠. 그들의 시작은 이 도시에 개성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모이

게 했고, 이렇듯 다양한 요소의 집합은 포틀랜드의 토대를 만

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TV쇼보다 더 흥미로운 현실 

도시, 포틀랜디아(Portlandia)가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

들은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기꺼이 포틀랜드를 선택합니다. 서점 

마이크로코즘을 만들 당시, 포틀랜드가 어떻게 독보적인 출

판문화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곤 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출판사일 정도로 출판업이 흔한 동네지만 그렇

다고 해서 출판업이 주요 산업은 아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

은 20부에서 200부 정도의 한정된 부수의 책만 만드는데 바

로 그 점이 흥미로웠고 서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

었어요. <Bitch> 매거진, <Image Comics> 등 많은 상업 출

판사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거나 새롭게 문을 열면서 작업 환

경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의 출판 시장을 기대하

게 합니다. 제가 마이크로코즘을 시작한 것처럼 포틀랜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도시입니다. 적

어도 아직까지는요.

Why Portland?

마이크로코즘Microcosm

포틀랜드의 독립출판 시장을 대표하는 서점 중 하나로, 20여 년에 걸쳐 잡지, 책, 포스터, 비디오 등을 독자적으로 출판, 배포하고 있다. 음식, 페미

니즘, 자전거, DIY 등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다루는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2752 N Williams Ave.
(503) 799-2698  |  microcosmpublishing.com

Joe Biel 
Microcosm Founder  |  Publisher and Filmmaker

2 3

포틀랜드 비어 신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맥주와 맥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업계 사람들이 협력한다는 점이에요. 브루

어리들은 홉과 곡물, 맥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서로 나눕니다. 서로를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동료로 여기며 

함께 돕는 것이죠. 같은 제품을 만드는 사업체가 모여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포틀랜드에는 다른 도시에 없는 특별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도심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입니다. 이 

도심성장경계는 수많은 인접 도시와의 경계를 구분 짓는 동

시에, 포틀랜드가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지키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당한 인구가 다양함이 넘치는 문화를 경험

하고 때 묻지 않은 콜롬비아 강 협곡과 후드 산을 누릴 수 있

게 만들어주는 도시 계획이죠. 포틀랜드는 새로운 사람, 문

화,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음식, 맥주, 

도시의 정체성, 예술,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뮤직 신에 

놀라운 다양성을 불어넣고 있어요. 덕분에 포틀랜드는 수년

째 ‘살고 싶은 도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맥주 산업은 포틀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으로 알려져 있

고 이 또한 포틀랜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포틀랜더는 이 도시를 누구나 환영받고 편

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Why Portland?

Colin Rath
Migration Brewing Co-Founder

마이그레이션 브루잉Migration Brewing

맥주를 사랑하는 네 명의 친구가 모여 2008년 오픈한 브루어리로 이웃 주민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너른 테라스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핸드 크래프트 맥주, 채소와 고기를 아낌없이 넣은 샌드위치, 피자를 함께 즐길 수 있다. 

2828 NE Glisan St.
(503) 206-5221  |  migrationbrewing.com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동경하듯 말할 때, 

포틀랜더는 아주 신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 꿈을 이룹니다. 포틀랜드의 푸드 카트는 이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서부의 여

느 도시에 비해 가게 하나를 차리는 데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괜찮은 메뉴를 개발하면, 푸드 카트를 통해 재빨

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포틀랜드를 이상하게 유지하라

(Keep Portland Weird).”라는 도시의 슬로건 또한 이를 가능하

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포틀랜드의 커피 문화

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성장한 스텀프타운 

커피 로스터(Stumptown Coffee Roasters)와 함께 시작되었어

요. 그 후로 스텀프타운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많은 로

스터가 생겨났죠. 포틀랜드 커피 업계에 계속해서 새로운 피

가 수혈되고 있고 우리의 브랜드 트레일헤드(Trailhead) 역시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정무역을 추구하고 지

구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소규모 

커피 농장으로부터 직접 원료를 구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여성협동조합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카고

바이크를 통해 배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지역의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과 예술, 인도주의를 함께 

실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죠. 우리뿐 아니라 지역의 많은 브랜

드들이 윤리적 입장을 준수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점차 확

산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현상이죠. 개인의 사업을 통해 

작은 집단, 나아가 사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

국 도시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

니까요.

Why Portland?

컵 앤 바Cup & Bar

트레일헤드 커피 로스터(Trailhead Coffee Roasters)와 랜저 초콜릿 컴퍼니(Ranger Chocolate Company)가 만나 탄생한 포틀랜드 최초의 커피, 초콜

릿의 공동 테이스팅룸. 아침, 점심식사로 손색없는 식사 메뉴를 제공하며 커피, 초콜릿 공예를 배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한다.

118 NE Martin Luther King Jr Blvd.
(503) 388-7701  |  cupandbar.com

Charlie Wicker 
Cup & Bar 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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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오래 전부터 서부로 가는 것을 꿈을 찾는 여정으

로 여겼습니다. 오리건 트레일의 마지막 종착 지점인 포틀랜

드는 그들이 향할 수 있는 가장 먼 서부였죠.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찾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의 포틀랜드

를 만들었습니다. 포틀랜드는 꿈을 좇는 사람들, 크리에이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와 다양한 예술가의 도시입니다. 멋

진 인생을 만드는 것, 그것이 포틀랜드의 DNA죠. 이제 포틀

랜드는 많은 훌륭한 레스토랑을 갖게 되었지만 그 중심은 언

제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 포틀랜더였습니다. 근사한 레스

토랑과 엔터테인먼트 장소들이 도심 일부가 아닌 도시 전체

로 뻗어나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포틀랜드의 많

은 레스토랑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중간 상인을 거치

지 않고 바로 레스토랑의 테이블 위에 올리는 ‘팜 투 테이블

(Farm to Table)’ 운영 방식을 고수합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을 

거친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푸드 카트, 테이스팅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레스토랑, 브루어리와 바 등 다양한 공

간에서 ‘팜 투 테이블’ 요리를 맛볼 수 있죠. 독립적이고 주체

적으로 사고하는 셰프 그룹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들이 비

옥하고 풍요로운 농업 지대에 자리잡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어떻

게 될까요? 최고의 푸드 문화를 가진 도시가 될 가능성이 충

분하지 않을까요? 바로 포틀랜드 이야기입니다. 포틀랜드에

는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포틀랜드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

는 사람들, 포틀랜더죠. 포틀랜더는 서로의 성공을 돕는 오늘

날의 독특한 협력 문화를 만들고 포틀랜드에 ‘푸드 시티’라는 

명성을 가져다준 주인공입니다.

Why Portland?

Mike Thelin 
Feast PDX Co-Founder  |  Food, Restaurant Curator

5

피스트 PDXFeast PDX

2012년부터 시작된 피스트 PDX는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푸드 페스티발로 매년 9월, 4일 동안 다운타운 파이오니어 스퀘어 광장, 지델 야드 등에서 

열린다. 레스토랑, 와이너리, 브루어리 등 수백 개의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포틀랜드를 넘어 미국을 대표하는 푸드 페스티발로 자리잡았다.

feastportland.com

5



EAT SHOP ACTIVITY6

DOWNTOWN

에이스 호텔 1층에 자리 잡은 클라이드 커먼

에서는 점심, 해피아워, 저녁은 물론 한쪽에 

자리한 바에서 하루 종일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계절별로 다른 메뉴를 선보인다.

1014 SW Stark St.

(503) 228-3333  |  clydecommon.com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한 쇼핑몰 아케이드. 

가죽 부츠 브랜드 Danner, 가죽 브랜드 

Will Leather Goods, 사탕 브랜드 Quin 

등 메이드 인 포틀랜드 브랜드와 멀티숍이 

자리하고 있다.

1022 W Burnside St.

포틀랜드 인기 셰프 존 고램이 2007년 오픈

한 레스토랑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있다. 다양한 국적의 요리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재해석한다.

580 SW 12th Ave.

(503) 621-9251  |  tastynalder.com

4천2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포틀랜

드 대표 미술관. 미국 원주민이 남긴 공예품 

컬렉션, 모네와 피카소 등 세기적인 예술가

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아우른다.

1219 SW Park Ave.

(503) 226-2811  | portlandartmuseum.org

나이키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 오리건이

다. 나이키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과 조던 

동상이 작품처럼 걸려있고 Nike ID를 통해 

자신만의 운동화를 만들 수 있다.

638 SW 5th Ave.

(503) 221-6453  |  nike.com

포틀랜드의 많은 이벤트와 푸드, 비어 페스

티발이 이곳에서 열린다. 방문객 인포메이션 

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에는 대

형 트리가 세워진다.

701 SW 6th Ave.

thesqurepdx.org

파이오니어 광장, 쇼핑센터, 호

텔, 레스토랑, 숍 등이 모여 있

는 포틀랜드의 중심 지역. 그

중 웨스트엔드라 불리는 거리

는 포틀랜드의 랜드마크 파월 

북스와 에이스 호텔 일대를 아

우른다.

포틀랜드 파머스 마켓은 포트랜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로컬 중심의 푸드 신을 집약적

으로 보여준다. 요일을 달리하여 포틀랜드 곳곳에서 파머스 마켓이 열리며 토요일 PSU에서 열

리는 파머스 마켓이 대표적이다. 농장에서 방금 수확한 신선한 재료를 구매할 수 있고 벤치에 

앉아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에도 좋다.

South Park Blocks between SW College & Montgomery

Sat. 9:00am~2:00pm(11월~3월) / Sat. 8:30am~2:00pm(4월~10월)  |  portlandfarmersmarket.org

Farmers Market at Portland State University

Clyde Common

Union Way

Tasty n Alder

Portland Art Museum

Nike

Pioneer Courthouse Square

SOUTHWEST MAP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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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SHOP ACTIVITY 7

EAT

| Departure
The Nine 호텔 위층에 자리한 레스토랑으

로 다운타운 뷰를 감상할 수 있다. 일식과 한

식 등 아시안 요리를 메인으로 선보인다. 

525 SW Morrison St.
(503) 802-5370  |  departureportland.com

| Little Bird Bistro
인기 레스토랑 Le Pigeon의 자매 레스토랑

으로 캐주얼 프렌치를 선보인다. 매일 달라

지는 3코스 런치 메뉴가 인기다. 

215 SW 6th Ave.
(503) 688-5952  |  littlebirdbistro.com

| Blue Star Donuts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포틀랜드 도넛

으로 포틀랜더가 가장 사랑하는 도넛 브랜드

이기도 하다. 그날 만든 도넛이 소진되는 즉

시 문을 닫는다.

1237 SW Washington St.
(503) 265-8410  |  bluestardonuts.com

| Lardo
매장에 들어서면 보이는 돼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돼지고기를 이용한 샌드위치가 메

인 메뉴로 매우 ‘미국적’인 맛을 자랑한다.

1205 SW Washington St.
(503) 241-2490  |  lardopdx.com

| Grassa
Lardo와 같은 셰프가 선보이는 수제 파스타 

레스토랑. 계절 재료로 만든 그 달의 파스타

에 도전해보길. 

1205 SW Washington St.
(503) 241-1133  |  grassapdx.com

| Alder St. Food Cart Pod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 푸트

카트가 모여있는 단지. 다양한 국적의 셰프

들이 요리하는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639 SW 10th Ave.
foodcartsportland.com

| Imperial
호텔 Lucia 1층에 위치한 아메리칸 레스토

랑. 유명 셰프 더그 아담스가 운영하는 곳으로 

2015년 올해의 레스토랑에 선정된 바 있다. 

410 SW Broadway.
(503) 228-7222  |  Imperialpdx.com

| Jack Rabbit 
샌프란시스코 Cockscomb 레스토랑의 스

타 셰프 크리스 코센티노가 포틀랜드에서 야

심차게 오픈한 공간으로 회사원들과 관광객

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830 SW 6th Ave.
(503) 412-1800  |  gojackrabbitgo.com

| Courier Coffee
작고 아담한 공간이지만 제대로 된 커피를 

만들어낸다. 덕분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인

기 장소로 포틀랜드의 힙스터가 모이는 공간

이기도 하다.

923 SW Oak St.
(503) 545-6444  |  couriercoffeeroasters.com

| Cacao
수제 초콜릿과 수제 초콜릿 드링크를 판매한

다. 쇼핑하다가 당이 떨어질 때 찾으면 제격

이다.

414 SW 13th Ave.
(503) 241-0656  |  cacaodrinkchocolate.com

| Shift Drinks 
모던한 인테리어 공간에서 칵테일, 와인, 비

어, 글루텐 프리 사이더와 사케까지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맛볼 수 있다. 

1200 SW Morrison St.
(503) 922-3933  |  shiftdrinkspdx.com

| Bailey’s Taproom
그날 엄선한 맥주로 통을 채우는데, 각 맥주

는 1배럴씩만 가져다 놓고 소량 판매하는 방

식이라 더욱 유명하다.

213 SW Broadway.
(503) 295-1004  |  baileystaproom.com

| Heart Coffee Roasters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커피 브랜

드. 라이트하거나 다크하지 않은, 적절한 로

스팅의 커피를 선보인다.

537 SW 12th Ave.
heartroasters.com

SHOP

| Johan
미니멀한 디자인의 여성 의류, 모던한 디자

인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을 소개하는 단정

한 공간.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입고 쓸 수 있

는 제품이 가득하다.

632 SW Pine St. 
(503) 222-0119  |  shopjohan.com

| WM Goods
‘One Stop Shop For Rad Ladies’라는 

숍 콘셉트에 맞게 여성 의류는 물론, 신발, 액

세서리, 화장품, 리빙 아이템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1136 SW Alder St. 
(503) 954-3398  |  shopwmgoods.com

| Frances May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편집숍이라 해도 부족

함이 없다. 시즌별 지역 아티스트와 멋진 윈

도우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1003 SW Washington St.
(503) 227-3402  |  francesmay.com

| Woonwinkel
전 세계에서 가져온 컬러풀하고 재기발랄한 

리빙 제품, 가구, 주얼리는 물론 포틀랜드 로

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935 SW Washington St. 
(503) 334-2088  |  woonwinkelhome.com

| Canoe
2005년 오픈해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리빙숍

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계 각지에

서 들여온 아름다우면서도 쓰임새 있는 제품

으로 가득하다.

1233 SW 10th Ave. 
(503) 889-8545  |  canoeonline.net

| Poler Flagship Store
포틀랜드에서 탄생한 캠핑, 아웃도어 브랜드. 

캠핑에서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함께 

입을 수 있는 패션, 액세서리 제품을 만날 수 

있다.

413 SW 10th Ave.
(503) 432-8120  |  polerstuff.com

ACTIVITY

| Portland Aerial Tram
포틀랜드 다운타운과 OHSU 대학병원을 관

통하는 트램으로 비록 구간은 짧지만 포틀랜

드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gobyt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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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TOWN/
CHINATOWN

포틀랜드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거쳐가는 도

넛 가게.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익살스러운 

도넛 모양에 특유의 재미있는 콘셉트가 더해

져 더욱 인기다.

22 SW 3rd Ave.

(503) 242-4704  |  voodoodoughnut.com

| Deadstock Coffee
나이키 슈즈 마니아가 운영하는 커피숍. 리

미티드 에디션, 해체하거나 예술 작품으로 

태어난 운동화를 전시한다.

408 NW Couch St.
(971) 220-8727  |  deadstockcoffee.com

| Stumptowm Coffee Roasters

포틀랜드에 커피붐을 일으킨 주인공. 에이스 

호텔 1층에 작은 매장이 있지만 SW 매장을 

찾으면 넓은 공간에서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128 SW 3rd Ave.
(855) 711-3385  |  stumptowncoffee.com

| Cal skate Skateboards
1976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스케이트보드 숍. 

스케이트 관련 의류와 액세서리까지 개성있

는 제품을 소개한다.

210 NW 6th Ave.
(503) 248-0495  |  calsk8.com

| Floating World Comics
다소 정신없는 공간 안에 만화책, 디자인북, 

아트북과 잡지, 음반, 의류까지 다양한 영역

을 아우르는 아이템을 선보인다.

400 NW Couch St.
(503) 241-0227  |  floatingworldcomics.com

| Lan Su Chinese Garden
중국 항주 시와 자매도시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중국 공원으로 차이나타운 안에 

넓게 위치했다.

239 NW Everett St.
(503) 228-8131  |  lansugarden.org

| Brody Theater
포틀랜드 스타일의 소박하고 조금은 괴짜스

러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으로 맥주

를 즐길 수 있는 바도 마련되어 있다. 매일 

다른 공연을 선보인다.

16 NW Broadway.
(503) 224-2227  |  brodytheater.com

포틀랜드의 인기있는 레스토랑, 디저트 가게 

등 9개의 브랜드가 모여있는 푸드코트로 식

사부터 커피,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끝낼 

수 있다.

126 SW 2nd Ave.

 pinestreetpdx.com

다운타운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공원은 산책하거나 러닝, 라이딩 코스로도 

그만이다. 봄에는 활짝 핀 벚꽃도 구경할 수 

있다.

NW Naito Parkway.

portlandoregon.gov/parks

포틀랜드 세러데이 마켓이 열

리고 차이니즈 가든과 커피숍, 

갤러리, 홈리스 보호센터가 공

존하는 지역이다. 낮에는 조

용하지만 밤이면 스트립 바가 

문을 열고 화려한 거리로 변

신한다.

3월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열리는 마켓으로 직접 손으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수공예 제품과 식재료, 음식을 판매한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판매자 정보, 이벤트, 콘서

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2 SW Naito Parkway.

Sat. 10:00am~5:00pm / Sun. 11:00am~4:30pm  |  portlandsaturdaymarket.com

Portland Saturday Market

Voodoo Doughnut Pine Street Market Tom McCall Waterfront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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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 
District

1988년 오리건 밴드에서 시작한, 30년의 전

통을 지닌 브루어리. 본점을 제외하고 포틀

랜드에만 지점을 가지고 있다. 맥주는 물론 

안주도 맛있다.

2210 NW 11th Ave.

(503) 296-4906  |  deschutesbrewery.com

| Andina
스패니시가 가미된 페루 음식을 선보이는 레

스토랑. 타파스 스타일의 정통 남미 요리를 

즐길 수 있다.

1314 NW Glisan St.
(503) 228-9535  |  andinarestaurant.com

| 10 Barrel Brewing
피자, 버거, 맥앤치즈 등 식사 메뉴부터 텐 배

럴을 대표하는 비어 메뉴가 푸짐하게 준비되

어 있다. 여름에는 2층 파티오 자리가 특히 

인기다. 

1411 NW Flanders St.
(503) 224-1700  |  10barrel.com

| Keen
포틀랜드에서 시작한 또 하나의 아웃도어 브

랜드 킨. 샌달부터 등산화, 부츠, 워커, 가방, 

양말 등을 선보인다. 

505 NW 13th Ave.
(971) 200-4040  |  keenfootwear.com

| The Good Mod
에브리데이 뮤직 건물 4층에 위치한 거대한 

가구 숍. 좀처럼 만나기 힘든 중세 가구들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다.  

1313 W Burnside St. 
(503) 206-6919  |  thegoodmod.com

| Snow Peak
캠핑 브랜드 스노우 피크의 미국 첫 번째 리

테일 스토어가 포틀랜드 펄 디스트릭트에 위

치하고 있다. 캠핑 용품과 여성, 남성 의류 라

인을 만날 수 있다.

410 NW 14th Ave.
(503) 697-3330  |  snowpeak.com

| Tanner Spring Park
주택가와 작은 숍들이 자리한 펄 디스트릭트

를 관통하는 작은 공원. 햇볕이 좋은 날에는 

광합성을 즐기려는 포틀랜더로 가득하다. 

NW 10th Ave & NW Marshall St.
portlandoregon.gov/parks

오리건에서 탄생한 150년이 넘는 전통을 자

랑하는 울 전문 브랜드. 6대째 가업을 이어가

며 포틀랜드 태생의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한다.

220 NW Broadway.

(503) 228-9535  |  pendleton-usa.com

포틀랜드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제품을 소개한다. 리빙 제품, 의류, 가죽 제

품, 가구에 이르기까지 포틀랜드 크리에이티

브 신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40 NW 10th Ave.

(503)224-0122  |  madeherepdx.com

공업지대였던 펄 디스트릭트

는 다목적 도시 재개발을 통

해 세련된 주택 단지로 다시 

태어났다. 친환경 건축 기준인 

LEED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레스토랑과 숍, 공

원 등이 잘 갖춰져 있다.

1971년 오픈한, 세상에서 가장 큰 독립 체인 서점 파월 북스는 포틀랜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다. 책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반길 만한 기념품도 다양하게 소개한다. 출판 관련 이벤트를 

자주 진행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1005 W Burnside St.

(503) 228-4651  |  powells.com

Powell’s City of Books

Deschutes Brewery 
Portland Public House

Pendleton Home Store Made Here P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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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HILL/
WASHINGTON
PARK

카탈루냐 레스토랑으로 다양하고 맛있는 타

파스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정통요리 뉴에스

트라스 브라바스가 인기메뉴다.

1818 NW 23rd Pl.

(503) 894-8904  |  ataulapdx.com

| Besaws
오랜 전통을 지닌 레스토랑으로 2016년 현재

의 장소에서 리오픈했다. 벨지안 와플, 연어 

스크램블 등 브런치 메뉴가 인기다.

1545 NW 21st Ave.
(503) 228-2619  |  besaws.com

| Bamboo Sushi
스시와 롤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포틀랜드 4개 지점 중 가장 넓은 곳

이 NW 매장이고 해피아워에 찾으면 더욱 실

속있는 메뉴를 즐길 수 있다.   

836 NW 23rd Ave.
(971) 229-1925  |  bamboosushi.com

| Will Leather Goods
유진에서 탄생한 가죽 브랜드. 매장 안쪽에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고 제품을 구매하는 즉

시 이름을 새겨주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816 NW 23rd Ave.
(503) 290-7479  |  willleathergoods.com

| Betsy & Iya
여성 패션, 리빙 제품을 판매하는 숍. 손으로 

직접 만든 뱅글, 귀걸이, 목걸이 등 주얼리 라

인이 인기다. 

2403 NW Thurman St.
(503) 227-5482  |  betsyandiya.com

|  International Rose Test 
Garden

포틀랜드는 ‘장미의 도시’라 불릴 만큼 오랜 

세월 장미를 가꿔왔다. 1917년 만들어졌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공공 장미 테스트 공원으

로 꼽힌다. 

400 SW Kingston Ave.
(503) 823-3636  |  rosegardenstore.org

| Portland Japanese Garden
일본 특유의 정갈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최근 

일본 건축가 켄고 쿠마의 건축물이 더해졌다. 

611 SW Kingston Ave.
(503) 223-1321  |  japanesegarden.org

빈티지 물건에서 영감을 받은 조명부터 리

넨, 가구와 시계까지, 집은 물론 사무실을 꾸

밀 수 있는 물건들로 가득하다.

2181 NW Nicolai St.

(503) 230-7113  |  schoolhouse.com

미국에서 가장 큰 공원이기도 한 포레스트 

파크에는 100여 종이 넘는 새와 60여 종이 

넘는 동물이 살고 있다. 트레일이 잘 닦여져 

있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 좋다.

portlandoregon.gov/parks

가로수 길가에 늘어선 빅토리

아 양식, 콜로니얼 양식의 오

래된 저택과 트렌디한 숍, 레

스토랑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놉힐’ 또는 ‘포틀랜드의 가로

수길’, ‘23rd’로도 불린다. 1914년에 세워진, 오리건 주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Oregonian> 신문의 창립자 헨리 피톡 

일가가 3대에 걸쳐 거주했던 곳으로 이제는 포틀랜드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3229 NW Pittock Dr.  |  pittockmansion.org

Pittock Mansion

Ataula Schoolhouse Electric & 
Supply Co.

Forest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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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설립된 스미스 티 메이커. ‘차’로 

유명한 세계 각지의 원재료를 조금씩 재배

해, 스미스만의 차로 탄생시켰다.

110 SE Washington St.

(503) 719-8752  |  smithtea.com

Steven Smith Tea maker

central
eastside

최고의 스타 셰프 가브리엘 루커가 운영하는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포틀랜드에서 단 하나

의 파인 다이닝을 찾고 있다면 이곳의 7코스 

메뉴를 추천한다.

738 E Burnside St.

(503) 546-8796  |  lepigeon.com

커피는 물론 인더스트리얼한 인테리어와 직

접 디자인한 푸어오버 장비들까지 브랜드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다.

1300 SE Grand Ave.

(503) 894-8134  |  coavacoffee.com

<Oregon Live> 선정, ‘2015년 오리건 최고

의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린 이탈리안 레스

토랑. 로컬 재료를 사용해 제철 요리를 선보

인다.

626 SE Main St.

(503) 954-2708  |  renatapdx.com

넓고 확 트인 공간에서 세계 곳곳에서 들여

온 럭셔리 가구, 파인아트, 리빙 제품, 주얼리 

등을 소개한다.

1210 SE Grand Ave.

(503) 360-7922  |  spartan-shop.com

윌래밋 강 동쪽의 중심부. 예

전에는 공업지대로 유명했으

나 2004년 Jupiter 호텔이 들

어서면서 레스토랑과 트렌디

한 숍, 클럽 등이 차례로 오픈

하며 젊은 사람들을 불러모

으고 있다.오리건 주 최초로 USDA의 검증을 받은 살라미 전문점. 햄, 살라미, 소시지 등을 만드는 육가공

품 회사이자 직접 훈제한 고기를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레스토랑이다.

107 SE Washington St.  |  (503) 954-3663  |  olympiaprovisions.com

Olympia Provisions

Coava Coffee RoastersLe Pigeon Renata

Spartan Shop

오리건에서 탄생한 제이콥슨 소금과 비 로컬 

꿀은 포틀랜더는 물론 포틀랜드를 찾는 관광

객들이 구매하는 단골 아이템이다.

602 SE Salmon St.

(503) 719-4973  |  jacobsensalt.com

Jacobsen Salt Co.& Be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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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 OX
아르헨티나의 전통 기법인 ‘Wood-fired’ 

그릴링을 선보이는 스테이크 레스토랑. 해산

물, 샐러드 메뉴도 다양한 편이다. 

2225 NE Martin Luther King Jr. Blvd.
(503) 284-3366  |  oxpdx.com

| Kachka
다채로운 러시안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곳. 

러시안 뮬과 함께 ‘Herring Under a Fur 

Coat’를 추천한다. 

720 SE Grand Ave. 
(503) 235-0059  |  kachkapdx.com

| Screen Door
푸짐한 미국 남부 음식을 요리하는 곳.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치킨에 와플을 곁들인 

치킨 앤 와플이 인기 메뉴다.  

2337 E Burnside St.
(503) 542-0880  |  screendoorrestaurant.com

| The Commons Brewery
벨기에 또는 프랑스의 시골 지역에서 맛볼 

수 있을 법한, 효모 향이 강한 팜하우스 에일

을 주로 선보인다.

630 SE Belmont St.
(503) 343-5501  |  commonsbrewery.com

| Wayfinder Beer
향나무로 꾸민 바 공간, 나무로 뗀 불로 조리

하는 안주거리, 홉 향이 강한 16가지의 맥주

로 사랑받는 공간. 

304 SE 2nd Ave.
(503) 718-2337  |  wayfinder.beer

|  Base Camp Brewing 
Company

투박하게 꾸민 파티오 공간은 화로와 통나무

로 만든 벤치로 꾸몄다. 라거, 에일 메뉴를 다

양하게 준비했다. 

930 SE Oak St.
(503) 477-7479  |  basecampbrewingco.com

| Tusk
모던한 인테리어 공간에서 건강한 재료로 맛

을 낸 중동 스타일의 메뉴를 즐길 수 있다.

2448 E Burnside St.
(503) 894-8082  |  tuskpdx.com

SHOP

| Cosube
오리건 코스트 서퍼들을 위한 장소. 커피와 

맥주, 서핑을 한 공간으로 끌어들인 복합 문

화 공간이기도 하다. 

111 NE Martin Luther King Jr. Blvd. 
(971) 229-4206  |  cosube.com

| Shop Boswell
포틀랜드의 모자 디자이너 브룩스 보즈웰이 

오픈한 숍으로 개성있는 모자와 액세서리가 

가득하다.

729 SE Morrison St.
shopboswell.us

| Alma Chocolate
시솔트 헤이즐넛 크런치 바, 피넛 버터 크런

치 바 등 초콜릿과 진득한 드링킹 초콜릿이 

시그니처 메뉴다.

1323 SE 7th Ave.
(971) 279-4133  |  almachocolate.com

| Palace
빈티지 드레스와 액세서리, 리빙 제품과 뷰

티 제품 등을 판매한다. 

2205 E Burnside St.
(503) 517-0123  |  palacestore.com

| Machus
헬무트 랭, 스톤 아일랜드 등 남성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보이는 편집숍. 

542 E Burnside St.
(503) 206-8626  |  machusonline.com

| Una
30, 40대 여성을 위한 액세서리부터 의류, 리

빙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

하며 자주 세일 이벤트를 연다.

922 SE Ankeny St.
(503) 235-2326  |  unanegozio.com

ACTIVITY

|  Oregon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아이들과 함께 포틀랜드를 찾았다면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장소. 시기를 잘 맞추면 캠프와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

1945 SE Water Ave.
(503) 797-4000  |  omsi.edu

| Moda Center
NBA 포틀랜드 Trail Blazers 홈구장. 유명 

뮤지션의 콘서트, 뮤지컬 등 큰 규모의 공연

도 선보인다. 

1 N Center Ct St.
(503) 235-8771  |  rosequarter.com

| Pips & Bounce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펍으로 친구들과 함

께 찾기 좋다. 게임과 함께 식사와 맥주를 즐

길 수 있다. 

833 SE Belmont St.
(503) 928-4664  |  pipsandbounce.com 

| Burnside Skate Park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이라면 한 번쯤 찾을 

만한 스케이트 공원.

SE 2nd Ave. (Beneath Burnside Bridge)
skateoregon.com/Burnside/Burnside.html

EAT SHOP ACTIVITY 13

NE & SE 28 TH

레스토랑 거리로도 불리는 이

곳은 NE 지구와 SE 지구를 위

아래로 관통한다. 글리산 스트

리트부터 스타크 스트리트까

지 인기 레스토랑과 바가 줄

지어 있다.

NORTHEAST & 
SOUTHEAST MAP 027

Neighborgood Guide

1923년 아르데코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오랜 극장 중 하나다. 독립, 아트,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2735 E Burnside St.

(503) 232-5511  |  laurelhursttheater.com

Laurelhurst Theatre

콘셉트도 맛도 일반적인 타이 레스토랑과는 

다르다. 독창적인 타이 코스 요리를 경험하

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6 SE 28th Ave.

(971) 344-2564  |  langbaanpdx.com

바텐더의 메이킹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바인 

만큼 칵테일에 도전하는 편이 좋다. 포틀랜

드 애주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14 NE 28th Ave.

(503) 239-3804  |  angelfaceportland.com

<Oregonian>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레스

토랑. 셰프 피터 조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정

형화되지 않은 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금, 

토, 일, 월요일 저녁만 운영한다.

511 NE 24th Ave.

(971) 255-0032  |  hanoakpdx.com

Angel FaceLangbaan Han Oak

| Navarre
이탈리안, 프렌치, 스패니시를 접목한 지중해 

음식을 만든다. 팜 투 테이블 레스토랑답게 

계절마다 메뉴가 바뀐다.

10 NE 28th Ave.
(503) 232-3555  |  navarreportland.com

| Pambiche
남미 분위기가 나는 화려한 건물에서 푸짐한 

쿠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2811 NE Glisan St.
(503) 233-0511  |  pambiche.com

| Güero
푸드 카트 성공에 힘입어 레스토랑을 오픈한 

구에로. 멕시칸 요리를 선보이며 멕시칸 샌

드위치 토르띠아, 볼이 메인 메뉴다.

200 NE 28th Ave.
(503) 887-9258  |  gueropdx.com 

| Canteen
칸틴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좋은 선택이다. 

퀴노아, 케일, 아보카도로 요리한 건강식을 

선보인다.

2816 SE Stark St.
(503) 922-1858  |  canteenpdx.com

| Velo Cult Bike Shop
자전거와 자전거 관련 부품을 판매하고 수리

하는 공간이자, 수제 맥주를 마시며 칠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

1969 NE 42nd Ave.
(503) 922-2012  |  velocult.com

| Association Shop
캘리포니아 무드가 느껴지는 여성 패션 브랜

드 편집숍이자 지역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  

401 NE 28th Ave.
(503) 894-8115  |  association-shop.com

EAT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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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레이블 겸 레코드숍으로 2003년 문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 희귀 앨범을 위주로 선보이

며 오너인 에릭 아이작슨이 직접 만든 믹스 테이프도 판매한다. 포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레코

드숍 중 하나로 미시시피를 주목받게 한 주인공이다.

5202 N Albina Ave.  |  (503) 282-2990

Mississippi Records

신선한 로컬 재료로 만든 건강한 식사 메뉴

와 직접 구운 빵, 케이크 등을 선보이는 브런

치 레스토랑. 오랜 시간 변함없이 포틀랜더

의 사랑을 받고 있다.

5202 N Albina Ave.

(503) 946-8087  |  sweedeedee.com

스칸디나비안 브런치 전문점으로 포틀랜드

에서 스웨덴 음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SW

의 Broder Soder, SE의 Broder Cafe를 

찾아도 좋다.

2240 North Interstate Ave.

(503) 282-5555  |  broderpdx.com

포틀랜드 유명 양조장에서 브루마스터로 활

동해온 존 해리스가 오픈했다. 넓은 파티오 

자리에 앉아 실험적인 IPA와 계절에 따라 바

뀌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825 N Cook St.

(503) 265-8002  |  eclipticbrewing.com

Sweedeedee Ecliptic BrewingBroder Nord

MISSISSIPPI/
WILLIAMS

예술적이고 젊은 분위기의 지

역으로 포틀랜드의 독립 문화

를 이끌어온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오랜 

건물과 친환경적으로 설계한 

새로운 건물이 섞여 있다.

NORTH MAP 027

Neighborgood Guide

로컬 재료만을 사용해 요리하며 재활용 또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정해진 양의 맥주만을 

생산한다.

3947 N Williams Ave.

(503) 287-6258  |  hopworksbeer.com

미시시피에 위치한 푸드 카트. BBQ, 아시안, 

멕시칸, 햄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4233 N Mississippi Ave.

(503) 358-7873

푸드 카트의 성공에 힘입어 레스토랑까지 오

픈한 바비큐 전문점. ‘스모크드 프라이드 치

킨 샌드위치’가 인기 메뉴다.

3217 N Williams Ave.

(503) 282-2800  |  peoplespig.com

Mississippi Marketplace The People’s PigHopworks Bike Bar

EAT SHOP ACTIVITY 15

식물과 꽃, 씨앗, 식물을 가꾸는 데 필요한 가

드닝 도구와 화병, 화기 등으로 빼곡히 채워

진 원예점이다.

3811 N Mississippi Ave.

(503) 288-4889  |  shop.pistilsnursery.com

가방, 벨트, 지갑 등의 가죽 제품은 모두 태평

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 수제 작업으로 제

작된다. 숍 안쪽에 비어 바도 마련되어 있다. 

4719 N Albina Ave. 

(503) 222-2774  |  tannergoods.com

폐자재를 활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재활용 센터로 램프, 타일, 가구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3625 N Mississippi Ave.

(503) 331-9291  |  rebuildingcenter.org

1층은 리빙 제품, 패션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숍으로 2층은 작가들이 제품을 만드는 공방

으로 활용하고 있다.

2710 N Interstate Ave.

(503) 367-3230  |  beamandanchor.com 

남서부에서 온 오너 부부의 감성을 반영한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도자기와 공예품 등

을 만날 수 있다. 

819 N Russell St.

(503) 753-3608  |  lowellportland.com

바와 널찍한 테라스, 무대가 있는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매일 다른, 다양한 장르의 콘서

트를 관람할 수 있다. 

3939 N Mississippi Ave.

(503) 288-3895  |  mississippistudios.com

The Rebuilding Center

Beam & AnchorTanner Goods

Pistils Nursery Lowell

Mississippi Studios

| Lovely’s Fifty Fifty
지역 농장에서 공수한 싱싱한 재료를 사용해 

화덕에서 구워낸 맛있는 피자를 선보인다.

4039 N Mississippi Ave.
(503) 281-4060  |  lovelysfiftyfifty.wordpress.com

| ¿Por Que No?
타코, 퀘사디아, 마가리타 등 저렴한 가격으

로 멕시칸 푸드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3524 N Mississippi Ave.
(503) 467-4149  |  porquenotacos.com
 

| Olympia Oyster Bar
아시아, 라틴계에서 영감을 받은 타파스 요

리와 오이스터가 메인 메뉴다.

4214 N Mississippi Ave.
(503) 841-6316  |  oobpdx.co

| Land
옷이나 문구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3925 N Mississippi Ave.
(503) 451-0689  |  landpdx.com

| Ink & Peat
패브릭, 식물, 그릇 등 여성스러운 취향의 라

이프 스타일 제품을 소개한다. 

3808 N Williams Ave.
(503) 282-6688  |  inkandpeat.com

| The Meadow
소금, 후추, 버터, 꿀, 시럽 등 포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고급 식료품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731 N Mississippi Ave.
(503) 974-8349  |  themeadow.com

| Stumptown Printers
LP, CD 등의 커버를 위주로 인쇄하는 공방. 

작은 가게도 함께 운영해 이곳에서 만든 엽

서, 포트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2293 N Interstate Ave.
(503) 233-7478  |  stumptownprinters.com

| Spin Laundry Lounge
빨래를 하면서 파니니와 커피를 즐길 수 있

는 공간으로 빨래, 옷을 개주는 서비스도 제

공한다. 

750 N Fremont St.
(503) 477-5382  |  spinlaundrylounge.com

EAT SHOP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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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THORNE
/BELMONT

나이가 지긋한 포틀랜더가 사

랑하는 오랜 극장과 젊은이들

이 찾는 최신 레스토랑이 공

존하는 포틀랜드 문화의 중심

지. 히피와 힙스터가 선호하는 

주거, 근무, 놀이의 장소이기

도 하다.

SOUTHEAST MAP 027

Neighborgood Guide

맥메나민즈는 오리건에서 탄생해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에 걸쳐 호텔과 극장, 펍을 운영하고 있

다. 1927년 오픈한 바그다드 극장은 맥주, 피자와 함께 연극을 즐길 수 있는 포틀랜드를 대표하

는 엔터테인먼트 장소 중 하나다.

3702 SE Hawthorne Blvd.

(503) 236-9234  |  mcmenamins.com

McMenamins Bagdad Theater&Pub

비건 레스토랑으로 로컬 재료만을 고집해 요

리한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하며 

8가지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1414 SE Morrison St.

farmspiritpdx.com

포틀랜드에 ‘네오 폴리탄’ 스타일 피자 바람

을 일으킨 주인공. 피자는 물론 아삭아삭한 

샐러드도 인기다.

4741 SE Hawthorne Blvd.

(503) 233-1286  |  apizzascholls.com

미국 가정식 브런치를 요리하는 레스토랑. 

베네딕트와 해쉬 포테이토, 독일식 팬케이크

가 유명하다. 

1300 SE Morrison St.

(503) 239-0196  |  zellscafe.com

포틀랜드 스타일의 스시 오마카세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월요일, 화요일은 쉬고 저녁 7시에 

제한된 수의 손님만 받는다. 예약은 필수다.

2832 SE Belmont St.

nodoguropdx.com

포틀랜드의 유명 셰프 케시 윔스가 진두지휘

하는 공간으로 이탈리안 집밥의 정석을 확인

할 수 있다.

1401 SE Morrison St Ste.

(503) 234-2427  |  nostrana.com

사워 맥주를 선호한다면, 캐스케이드만한 곳

이 없다. 포틀랜드를 넘어 미국에서 소문난 

사워 비어 브루어리.

939 SE Belmont St.

(503) 265-8603 

cascadebrewingbarrelhouse.com

Zell’s Cafe

NodoguroApizza Scholls

Farm Spirit Nostrana

Cascade Brewing Barrel 
House

EAT SHOP ACTIVITY 17

EAT

| Roost 
주중에는 저녁 메뉴만 선보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메리칸 스타일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1403 SE Belmont St.
(971) 544-7136  |  roostpdx.com

| Cartopia Food Carts
치킨 앤 건스, 포테이토 챔피언 등 유명 푸드 

카트가 모여있다.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

는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되어 있다. 

1207 SE Hawthorne Blvd.
foodcartsportland.com

| Coquine
프렌치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을 선보이

는 곳으로 <Eater PDX>의 2015년 올해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6839 SE Belmont St.
(503) 384-2483  |  coquinepdx.com

| Tabor Bread
신선한 빵을 다양하게 활용한 아침, 점심 메

뉴를 즐길 수 있다. 

5051 SE Hawthorne Blvd.
(971) 279-5530  |  taborbread.com

| Never Coffee
경쾌한 그림으로 벽면을 채운 커피숍 네버에

서는 일반적인 커피 외에 5가지 시그니처 음

료를 맛볼 수 있다. 

4243 SE Belmont St.
(541) 223-3580  |  nevercoffeelab.com

| Circa 33
어두운 조명 아래 100여 개의 위스키, 스피크

이지 보틀을 구비했다. 넓은 테라스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3348 SE Belmont St.
(503) 477-7682  |  circa33.com

| Tao of Tea
인도,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유

기농으로 재배한 찻잎으로 200여 개 이상의 

블렌딩 차를 만든다. 

3430 SE Belmont St.
(503) 736-0119  |  taooftea.com

| Castagna
신선한 노스웨스트 퍼시픽 재료로 독창적인 

스타일의 요리를 선보인다. 코스 메뉴를 중

심으로 단품 메뉴도 선보인다. 

1752 SE Hawthorne Blvd.
(503) 231-7373  |  castagnarestaurant.com

SHOP

| Olo Fragnances
포틀랜드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많은 도시의 

편집숍에서 만날 수 있게 된 올로 프래그런

스의 매장으로 타 브랜드의 뷰티 제품도 만

날 수 있다. 

1407 SE Belmont St. 
(503) 970-1173  |  olofragrance.com 

| House of Vintage
꽤 넓은 규모에 없는 걸 찾기 힘들 만큼 다

양한 셀렉션을 구비해 뭔가를 사지 않더라도 

구경하는 재미가 크다. 

3315 SE Hawthorne Blvd.
(503) 236-1991
houseofvintagenw.com/portland

| Hawthorne Vintage
중세 시대의 물건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빈

티지 가구 전문 숍인 만큼 가격대는 좀 높은 

편이다. 

4722 SE Hawthorne Blvd.
(503) 230-2620

|  Powell’s Books on 
Hawthorne

다운타운 본점보다 작고 아늑하지만 꽤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은 곳을 피

하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3723 SE Hawthorne Blvd.
powells.com

| Exiled Records
다양한 장르에 걸친 희귀 음반을 구비하고 

있는 중고 레코드숍. 

4628 SE Hawthorne Blvd.
(503) 232-0751  |  exiledrecords.com

| Lounge Lizard
중고 빈티지 가구들로 채운 숍. 푹신한 암체

어와 고양이를 모티브로 그린 요상한 예술 

작품도 자주 눈에 띈다. 

1310 SE Hawthorne Blvd.
(503) 232-7575  |  pdxloungelizard.com

| The Perfume House
1985년부터 시작된 향수 전문점. 창립자인 

할아버지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3328 SE Hawthorne Blvd. 
(503) 234-5375  |  theperfumehouse.com

ACTIVITY

| Mt. Tabor Park
다운타운 포틀랜드의 스카이라인과 웨스트 

힐즈가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경을 자랑하

며 등산과 자전거 트레일도 갖추고 있다. 

SE 60th Ave. & Salmon St.
portlandoregon.gov/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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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A

프랑스와 중국 음식, 일본과 인도 음식을 조

합하는 등 예상할 수 없는 에비어리만의 음

식을 만들어낸다.

1733 NE Alberta St.

(503) 287-2400  |  aviarypdx.com

미국 남부 음식을 브런치로 즐길 수 있는 곳. 

비스킷 안에 그레이비와 치킨을 넣은 샌드위

치가 인기 메뉴다.

125 NE Schuyler St.

(503) 477-6605  |  pinestatebiscuits.com

뉴 잉글랜드 스타일의 IPA와 사워 에일이 유

명한 브루어리. 신선한 과일, 메이플, 커피, 

초콜릿을 곁들인 맥주도 있다.

2204 NE Alberta St.

(503) 548-4491  |  greatnotionpdx.com

예술의 거리라 불릴 만큼 문

화적으로 풍부한 지역이다. 

숍, 레스토랑, 커피숍, 갤러리 

등이 밀집되어 오랜 시간 변

함없이 포틀랜더의 사랑을 받

고 있다.

Pine State BiscuitsAviary Great Notion Brewing

6, 7, 8월의 마지막 목요일, 알버타 거리에서는 한바탕 축제가 벌어진다.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들고온 사람들, 뮤지션들과 퍼포먼스 예술가들, 푸드 벤더들까지 한자리에 모여든다. 벌써 20년

이 되어가는 전통 이벤트로 예술의 거리, 알버타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www.lastthursdayonalberta.com

Last Thursday

NORTHEAST MAP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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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알버타 대표 브런

치 레스토랑. 항상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변함없이 푸짐한 브런치 한 접시

를 내어준다.

1438 NE Alberta St.

(503) 288-6966  |  tinshedgardencafe.com

매주 메뉴를 바꾸어 가며 요리하는 프렌치, 

웨스트 코스트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점심, 저

녁 모두 코스 요리만 선보인다.

5425 NE 30th Ave.

(503) 841-6968  |  beastpdx.com

여느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완

성도 높은 파스타를 요리하는 굼바. 포틀랜

드에서 꼭 경험해야 할 푸트 카트 음식으로 

꼽힌다.

NE Alberta St & NE 23rd Ave.

(503) 975-5951  |  gumba.clydeapp.com

BeastTin Shed Garden Cafe Gu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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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 Case Study Coffee
포틀랜드에 3개의 매장이 있지만 가장 상징

적이며 알버타 거리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

는 커피숍.

1422 NE Alberta St.
(503) 477-8221  |  casestudycoffee.com

|  Pip’s Original Doughnuts & 
Chai

생꿀이나 뉴텔라를 얹은 도넛, 한입에 쏙 넣

을 수 있는 아기자기한 도넛과 차이티가 유

명하다.  

4759 NE Fremont St.
(503) 206-8692  |  pipsmobile.com

| Expatriate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를 수상한 나오미 포머

로이가 운영하는 바인 만큼 다양한 술과 그

에 어울리는 요리 메뉴를 즐길 수 있다. 

5424 NE 30th Ave.
(503) 867-5309  |  expatriatepdx.com

| DOC
작고 아늑한 공간에서 창의적이고도 따뜻한 

이탈리안 음식을 요리하는 레스토랑. 

5519 NE 30th Ave.
(503) 946-8592  |  docpdx.com

| Proud Mary Cafe
호주에서 온 유명 커피 브랜드 프라우드 메

리가 미국에 오픈한 첫 번째 매장으로 브런

치 장소로도 인기다. 

2012 NE Alberta St.
(503) 208-3475  |  proudmarycoffee.com

| Mae
오직 월요일, 수요일만 문을 연다. 월요일은 

6코스, 수요일은 11코스 요리를 선보이며 남

부 음식을 기반으로 요리한다. 

5027 NE 42nd Ave.
maepdx.com

SHOP

| Musique Plastique
메인 거리에서 조금은 벗어난 곳에 자리한, 

관광객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포틀랜더가 

자주 찾는 레코드숍.  

1627 NE Alberta St.
(503) 282-0236  |  musique-plastique.com

|  Ampersand Gallery & Fine 
Books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이자 디자인, 예술 

분야 위주의 책과 잡지를 소개하는 복합 문

화공간이다. 

2916 NE Alberta St.
(503) 805-5458  |  ampersandgallerypdx.com

| Monograph Bookwerks
예술과 관련된 희귀 서적과 신간, 중고 서적

과 독립출판물, 아트 프린트와 엽서 등을 두

루 소개한다. 

5005 NE 27th Ave.
(503) 284-5005  |  monographbookwerks.com

| Cord
스텀프타운의 도시라는 별명에 잘 어울리는 

도끼를 시작으로 칼, 캠핑 도구 등 독특한 제

품을 만날 수 있다.

2916 NE Alberta St.
(971) 717-6925  |  cordpdx.com

| Red Sail
오너의 취향에 따라 엄선한 리빙, 뷰티, 패션 

제품을 소개한다. 로컬 작가의 작품도 다양

하게 구비했다.   

1723 NE Alberta St.
(971) 266-8472  |  shopredsail.com

| Alberta Co-op Grocery
로컬에서 재배하고 만든 유기농 채소, 과일, 

고기, 빵,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켓. 

1500 NE Alberta St.
(503) 287-4333  |  alberta.coop

ACTIVITY

| Caravan Tiny House
도시 안에서 캠핑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카라반 호텔을 추천한다. 여름에는 공연이 

열리며 비숙박객도 관람할 수 있다. 

5009 NE 11th Ave.
(503) 288-5225  |  tinyhousehotel.com

| Alberta Rose Theatre
20년 전에 지어진 오랜 극장에서 시낭독, 독

립영화, 뮤직 아트 퍼포먼스와 같은 무대를 

즐길 수 있다. 

3000 NE Alberta St.
(503) 719-6055  |  albertarosethea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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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LINTON

호손 스트리트 남쪽에 위치한 

유서 깊은 지구로 포틀랜더에

게는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먹자 골목’으로 통한다. 오래 

전부터 자리 잡은 상점, 모던

한 커피숍 등이 사이좋게 자

리 잡고 있다.

SOUTHEAST MAP 028

Neighborgood Guide

ACTIVITY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로컬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신선한 재료를 듬뿍 넣어 만

든 아이스크림은 가게에서 직접 구운 와플콘과 최고의 궁합을 만들어낸다.

3345 SE Division St.

(503) 208-2054  |  saltandstraw.com

Salt & Straw

타이 레스토랑으로 로컬, 관광객에게 두루 

인기라 늘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기 메뉴는 

피쉬 소스로 맛을 낸 매콤한 닭날개 튀김.

3226 SE Division St.

(503) 232-1387  |  pokpokpdx.com

시골풍 이탈리안 요리를 경험할 수 있다. 석탄

불로 그을린 빵, 채소 요리와 파스타 등 전통

적이면서도 색다른 가정식 요리를 선보인다.

3377 SE Division St.

(971) 229-0571  |  avagenes.com

스텀프타운 파운더가 2011년 오픈한 레스토

랑. 오리건, 워싱턴 주에서 온 생굴과 시골풍 

햄을 위주로 선보인다.

4537 SE Division St.

(971) 373-8264  |  woodsmantavern.com

Ava Gene’sPok Pok The Woodsman Tavern

| Bollywood Theater
인도 커리와 베지테리안, 칵테일 메뉴 등을 

즐길 수 있다.  

3010 SE Division St.
(503) 477-6699  |  bollywoodtheaterpdx.com

| SE Wine Collective
저녁이면 와인 애호가들이 모여드는 장소. 

와인과 어울리는 메뉴도 다양하다. 

2425 SE 35th Pl.
(503) 208-2061  |  sewinecollective.com

| La Moule
홍합요리를 메인으로 감자, 양고기 메뉴를 

선보이는 벨지안 레스토랑.  

2500 SE Clinton St.

(971) 339-2822  |  lamoulepdx.com

| Little Otsu
로컬 작가들이 만든 귀엽고 재미있는 엽서, 

그림, 연필 등 문구류를 만날 수 있다. 

3225 SE Division St.
(503) 236-8673  |  littleotsu.com

| Nationale
갤러리이자 액세서리, 아트북, 리빙 제품을 

판매하는 복합 문화 공간. 

3360 SE Division St.
(503) 477-9786  |  nationale.us

| Artifact: Creative Recycle
중고 제품을 사고파는 숍. 잘 관리된 헌 옷, 

가구, 액세서리와 독특한 소품을 소개한다.  

3630 SE Division St. 
(503) 230-4831  |  artifactpdx.com

| Carter & Rose
세라미스트이자 플로리스트인 두 명의 오너

가 운영하는 리빙숍으로 다양한 클래스를 진

행한다.

3601 SE Division St.
(503) 729-8677  |  carterandrose.com

| Field Trip
지역 작가들의 리빙, 액세서리 제품을 소개하

고 그들의 제품을 배우는 클래스도 선보인다. 

가게 안에 작은 커피숍이 마련되어 있다. 

3725 SE Division St.
(971) 703-4523  |  shop-fieldtrip.com

EAT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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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HOTELS

 DOWNTOWN 

· Ace Hotel

예술가들이 모이는 포틀랜드의 상징적인 호텔. 

1022 SW Stark St. 
(503) 228-2277  |  acehotel.com

· McMenamins Crystal Hotel
올드 포틀랜드 스타일의 펑키한 호텔.

303 SW 12th Ave.
(503) 972-2670  |  mcmenamins.com/

crystalhotel

· The Nines
다운타운 한가운데 위치한 4성급 럭셔리 호텔.

525 SW Morrison St.
(877) 229-9995  |  thenines.com/portland

· Hotel Lucia

모던한 스타일의 4성급 부티크 호텔.

400 SW Broadway.
(503) 225-1717  |  hotellucia.com

· Hotel Modera
모던한 인테리어의 4성급 호텔.

515 SW Clay St.
(877) 484-1084  |  hotelmodara.com

· The Mark Spencer Hotel
펄 지구에 위치한 취사 가능한 호텔.

409 SW 11th Ave.
(503) 224-3293  |  markspencer.com

· Hyatt House Portland
레지던스 스타일로 취사가 가능한 호텔.

2080 SW River Dr.
(503) 241-2775  |  portlanddowntown.house.

hyatt.com 

· Hi-Lo Hotel

2017년 6월에 개장한 최신 호텔.

320 SW Stark St.
(971) 222-2100  |  hi-lo-hotel.com

· AC Hotel Portland

메리어트 계열 비지니스 호텔.

888 SW 3rd Ave.
(503) 223-2100  |  marriott.com/pdxar

· RiverPlace Hotel
윌래밋 강변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

1510 SW Harbor Way.
(503) 228-3233  |  riverplacehotel.com

· Kimpton Hotel Monaco Portland

포틀랜드 스타일의 앤티크한 인테리어가 특징.

506 SW Washington St.
(503) 222-0001  |  monaco-portland.com

· Hotel deLuxe
깔끔한 인테리어의 4성급 호텔.

729 SW 15th Ave.
(503) 219-2094  |  hoteldeluxeportland.com

· Benson Hotel

포틀랜드의 유명 건축가 벤슨이 설계한 호텔. 

309 SW Broadway.
(503) 228-2000  |  bensonhotel.com

 OTHERS 

· Hotel Jupiter

지하에 공연장을 둔 펫 프렌들리 호텔.

800 E Burnside St.
(503) 230-9200  |  jupiterhotel.com

· Hotel Eastlund
모다 센터, 컨벤션 센터 가까이 위치한 호텔.

1021 NE Grand Ave.
(503) 235-2100  |  hoteleastlund.com

·  McMenamins Kennedy School
아웃도어 수영장을 둔 호텔.

5736 NE 33rd Ave.
(503) 249-3983  |  mcmenamins.com/

kennedy-school

· Residence Inn by Marriott
메리어트 계열의 3성급 호텔.

1710 NE Multnomah St.
(503) 288-1400  |  marriott.com/pdx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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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ortland

포틀랜드는 미국 서해안 북서부에 위치한 오리건 주 최대의 도시이다. 면적은 

375.5km2. 인구는 약 64만이다. 

포틀랜드는 장미의 정원이 많은 이유로 ‘장미의 도시’, 1840~1850년 도시가 개

발될 당시 나무 그루터기가 많다 하여 ‘Stump Town’, 포틀랜드 국제공항의 코드

인 ‘PDX’, 포틀랜드의 P를 따온 ‘P-Town’,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많은 다리 때문에 

‘Bridge City’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의 울산광역시, 일본 삿포로 시와 자매교류를 

맺고 있으며 한국과의 시차는 17시간(서머타임 시 16시간)이다.

Getting Around

대중 교통수단으로는 버스, 맥스, 스트리트 카를 이용할 수 있다. 2.5불 티켓은 2시간 

30분간 이용할 수 있고 5불 티켓은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이동 수단으로 환

승 또한 가능하다. 버스 기사에게 직접 구매하거나, 맥스와 스트리트 카 역 앞에 설치

된 기계, 또는 TriMet Tickets 어플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1주일, 2주일, 30일 

패스 등이 있어 여행 계획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봄

소나기가 자주 오는 편이지만 

이따금 맑은 날도 있다. 오전 

중에는 비가 오고 오후부터는 

개는 날이 많다. 3월 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

여름 

낮에는 덥지만 습도가 낮아 

쾌적하고 저녁에는 조금 쌀쌀

한 편이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오후 9시까지 해가 지지 

않는다.

가을

기온이 떨어지고 단풍이 색색

깔로 물들기 시작한다. 11월부

터는 비가 자주 내리기 시작

한다.

겨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은 

많지 않지만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으슬으슬하게 추운 날

씨가 계속된다.

Weather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평균강수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 10℃ 13℃ 16℃ 20℃ 23℃ 27℃ 27℃ 24℃ 18℃ 11℃ 8℃

1℃ 2℃ 4℃ 6℃ 9℃ 12℃ 14℃ 14℃ 11℃ 7℃ 4℃ 2℃

140mm 100mm 100mm 70mm 60mm 40mm 10mm 20mm 40mm 80mm 140mm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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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Light Rail & Portland Street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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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a

M
ississippi / W

illiam
s

Pearl District NE & SE 28th

Nob Hill /
Washington Park

Oldtown/
Chinatown

Downtown
Hawthorne / Belmont

Division / Clinton

Central East Side

Portlan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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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1 DOWNTOWN + OLDTOWN / CHINATOWN + PEARL DISTRICT

Tanner Springs Park

Pendleton Home Store

Brody Theater

Floating World
Comics

Deadstock
Coffee

Cal Skate Skateboard

Little Bird Bistro

Johan

Bailey’s Taproom

Imprial

Voodoo Doughnut

Lan Su Chinese Garden

Portland
Saturday
Market

Pine Street
Market

Stumptown
Coffee Roasters

Keen
Andina

Snow Peak

10 Barrel Brewing

Powell’s City of Books

Deschutes Brewery
Portland Public House

Union Way

Lardo

Clyde
Common

Alder St. Food Cart Pod

Heart Coffee Roasters

Tasty n Alder

WM Goods

Shift Drinks

Departure

Pioneer Courthouse Square
Nike Portland

Jackrabbit

Canoe

Portland Farmers Market
at Portland State University

Portland Art Museum

Tom McCall
Waterfront Park

Blue Star Donuts Grassa
Poler Flagship Store

Frances
May

Woonwinkel

Cacao

The Good Mod

MadeHere P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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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2

MAP 3

nob Hill / Washington park

Central Eastside

Portland Japanese Garden

Pittock Mansion

Schoolhouse Electric & Supply Co.

Forest Park

Ataula

Besaws

Betsy&Iya

Bamboo Sushi
Will Leather Goods

International Rose Test Garden

Spartan Shop

Olympia Provisions

Le Pigeon

Coava Coffee Roasters

Renata

Jacobsen Salt Co.& Bee Local

Steven Smith Tea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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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6 hawthorne / belmont

Coquine

Tabor Bread

Apizza Scholls

McMenamins
Bagdad Theater
&Pub

Never Coffee
Tao of Tea

NodoguroNostrana

Zell’s Cafe

Cartopia
Food Carts

Lounge
Lizard

Cascade Brewing Barrel House

Farm Spirit

Roost

Castagna

Olo Fragnances
Circa 33

Hawthorne
Vintage

House of
Vintage

The Perfume
House

Exiled Records

Mt. Tabor Park

Powell’s Books
on Hawthorne

MAP 4 ne & se 28th

Laurelhurst
Theatre 

Langbaan

Angel Face

Han Oak

Navarre

Pambiche

Guero

Canteen

Velo Cult Bike Shop

Association Shop

MAP 5 mississippi / Williams

Mississippi Records

Sweedeedee

Broder Nord

Ecliptic Brewing

Hopworks 
Bike Bar

Mississippi Marketplace

The People’s Pig

Pistils Nursery

The Rebuilding Center

Lowell

Tanner Goods

Beam & Anchor

Mississippi Studios
Lovely’s Fifty Fifty

¿Por Que No?

Olympia Oyster Bar

Land

Ink & Peat

The Meadow

Stumptown Printers

Spin Laundry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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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7 Alberta

Last
ThursdayPine State 

Biscuits

Great Notion Brewing

Tin Shed
Garden Cafe

Beast 

Case Study
Coffee

Pip’s Original
Doughnuts & Chai

Expatriate

DOC

Proud
Mary Cafe

Musique
Plastique

Ampersand Gallery
& Fine Books

Monograph 
Bookwerks

Cord

Red Sail

Alberta co-op
Grocery

Caravan
Tiny House

Alberta
Rose Theatre

Mae

Gumba

Aviary

MAP 8 Division / clinton

The Woodsman Tavern

Bollywood Theater 

SE Wine Collective

LaMoule

Little Otsu

Nationale

Pok Pok

Salt & Straw 

Ava Gene’s

Artifact:
Creative Recycle

Carter & Rose

Field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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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가방을 둘러메고 가까운 강으로 산으로 떠나는 포틀랜더의 삶에서 알 수 있듯, 다운타운을 조금만 벗어나도 오리건

의 대자연이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1박 2일 또는 당일 여행으로 다녀오기 좋은 오리건의 장소들.

Beyond Portland

1박 2일

Cannon Beach
오리건 주를 감싸는 해안가는 긴 도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 ‘퍼시픽 코스트 시닉 바이웨이

(Pacific Coast Scenic Byway)’라 불리는 이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에서 내려서 그 풍경

을 바라봐야 할 몇 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이스택 록(Haystack 

Rock)이 자리한 캐논 비치다. 

Where to stay   Hallmark Resort & Spa
캐논 비치의 헤이스택 록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로 아름다운 바다와 바닷가를 산책하는 

사람들, 부드러운 모래, 등대와 바위를 테라스 뷰에서 원없이 바라볼 수 있다. 

1400 S Hemlock St, Cannon Beach.  |  (855) 392-3279  |  hallmarkinns.com/cannon-beach/

Mt. Hood National Forest
포틀랜드 어디를 가나 저 멀리 보이는 설산. 그 주인공이 바로 후드 산이다. 이름이 있는 빙

하 지역만 12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녹음이 아름다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특히 겨울

은 ‘후드 산 정복’을 목표로 삼은 모험가들과, 스키를 즐기러 온 스키광들로 붐빈다. 여름에

도 눈으로 뒤덮여 있는 만큼, 오리건 주는 물론 이웃 워싱턴, 미국 전역에서 스키, 보드 마니

아들이 모여든다.

Where to stay   Timberline Lodge and Ski Area
1930년 설립된 이곳은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직접 헌정한 건축물로 유명하다. 미국 

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숙박이 가능하고 야외 온천과 수영장은 팀버라인 로지를 즐기는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이다.

27500 E Timberline Road, Government Camp.  |  (503) 272-3410  |  timberlinelodge.com

Astoria
콜롬비아 강과 태평양이 만나는 아스토리아는 미국의 위대한 두 탐험가 루이스와 클라크가 

겨울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기다랗게 늘어진 다운타운 지역을 걷다 보면 골동품 상점들에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고 선데이 마켓이 열리는 일요일 이곳을 찾으면 꽃, 생선, 칼, 빈티지 

의류 등 장르를 망라한 테이블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Where to stay   Commodore Hotel Astoria
아스토리아에서 흔치 않은 모던한 공간이다. 빨간 줄이 늘어진 로비의 조명, 턴테이블과 레코

드, 책장, 1층에 위치한 커피숍 등은 포틀랜드의 에이스 호텔을 떠올리게 한다. 

258 14th St, Astoria.  |  (053) 325-4747  |  commodoreastoria.com

Hood River Water Front Park
후드 리버 워터 프론트 파크는 콜롬비아 리버 조지 영역에 포함되지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곳으로 카이트 보더들이 모여들기도 하는 이 공원은 여름 피크닉 장

소로 좋다. 잔디밭에 담요를 깔고 광합성을 하다 보면 카이트 보더들과 패들 보더들이 하나

둘씩 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바람에 날아갈 듯 날아가지 않는 보더들이 강을 휘

젓고 다니는 모습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린다.

Where to stay   Columbia Gorge Hotel
후드 리버 워터 프론트 파크에서 20여 분 떨어져 있지만 숙소는 콜롬비아 조지 호텔이 좋겠다. 

펜시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1921년 오리건의 유명 건축가인 사이먼 벤슨(Simon Benson)이 

설계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할 가치가 있는 장소다.

4000 Westcliff Dr, Hood River.  |  (541) 386-5566  |  columbiagorgeho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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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Lake
3,426m의 웅장한 높이의 후드 산에는 오리건 주 최고의 스키장과 자연보호구역, 아름답기로 

유명한 로스트 레이크가 공존한다. 이곳을 즐기는 팁 하나, 리조트의 매점에서 온갖 간식거리

를 골라 강가로 간다. 둘, 강 바로 앞에 위치한, 큰 나무들이 꽤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테이블에 자리 잡고 미리 준비해온 와인을 꺼내 마신다. 셋, 해가 질 무렵 카약을 타고 강 깊숙

이 들어간다. 후드 산의 설경을 향해 천천히 노를 저으면서 말이다.

Where to stay   Lost Lake Resort and Campground
후드 산에는 많은 캠핑 그라운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로스트 레이크 리조트 & 캠프 그라운드의 

인기는 대단하다. 산장 속 작은 캐빈은 여는 곳의 캐빈보다 깨끗하고 편의 시설을 잘 갖춘 편이라 

주말에 이용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 

9000 Lost Lake Rd, Hood River.  |  (541) 386-6366  |  lostlakeresort.org

Crater Lake National Park
190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은 오리건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

름이다. 캐스케이드 산맥 중의 마자마 산이 폭발해서 생긴 신비로운 칼데라 호가 그 아름다움

의 중심에 있다. 스노우 슈잉과 노르딕 스키를 즐기는 모험가들은 폭설이 내린 후에도 칼데라

의 림과 주변 산기슭을 탐험하며 발자취를 남긴다. 포트 클래머스(Fort Klamath)쪽에서 진입하면 

성목으로 우거진 폰더로사 소나무 산림(Ponderosa Pine Forest)이 등장한다. 오리건 주에서 절경

을 자랑하는 숲으로 이름난 이곳은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Where to stay   Crater Lake Lodge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은 그야말로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공원으로 유명하다. 공원 내에 

숙박이 가능한 로지는 1915년 오픈한 역사적인 건물로 1995년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통해 편리함

을 더했다. 호수 표면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진한 파란빛을 띄고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눈이 여기

저기 쌓여있다.

565 Rim Dr, Klamath Falls.  |  (888) 774-2728  |  craterlakelodges.com

Painted Hills
페인티드 힐스는 비바람에 침식되어 노랗고 붉게 물든 화석층으로 국립천연기념물 중 하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층에 비해 아담하고 낮은 편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의 풍경은 설

명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오리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색적인 이 플레이스를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트래킹에 나서는 것이다. 4개의 짧은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딱 트인 

전망 때문에 포토 스팟으로 유명해진 오버룩 트레일, 진홍색 점토암이 양 옆으로 펼쳐지는 코

브 트레일이 인기다.

Where to stay   Mitchell City Park
페인티드 힐스 가까이에는 괜찮은 숙소가 없기 때문에 RV 또는 캠핑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까

이 밋첼 시티 파크(Mitchell City Park), 번트 랜치 캠프그라운드(Burnt Ranch Campground)에서 

캠핑이 가능하다.

Mitchell, Oregon 97750, off Hwy 26.  |  mitchelloregon.us/lodging/camping/

Clear Lake
반짝이는 호수, 숲, 캐스케이드 산맥의 아름다움이 만나는 곳에 클리어 레이크가 있다. 이 호수

는 약 3천 년 전 모래 산(Mt. Sand)에서 흘러내린 용암으로 만들어졌다. 용암은 호수의 남쪽 끝

에 천연 댐을 만들었고 물이 천천히 채워지면서 여전히 물 아래에 많은 나무가 남아있다. 물 안

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클리어 레이크는 특히 다이버가 사랑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유난히 찬 수온 때문에 두꺼운 잠수복을 입고 유영하는 다이버를 심심히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자연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들어가는 길은 까다로운 편이라 겨울에는 체인이 필수다.

Where to stay   Clear Lake Resort
캐빈, 캠핑, RV 사이트 또한 마련되어 있다. 겨울에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 근처 후두(Hoodoo)에

서 스키, 썰매 타기, 스노우 보딩 및 스노우 모빌과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좋고 여름에는 아

름다운 맥켄지 패스 샌티엄 패스 씨닉 바이웨이(McKenzie Pass-Santiam Pass Scenic Byway)를 

따라 드라이브하거나 래프팅, 보트, 낚시 등을 즐기기 좋다.

NF-775, Sisters.  |  linnparks.com/parks/clear-lake-resort/ 

31

The Willamette Valley / Eugene
윌래밋 밸리(Willamette Valley)에서 서쪽으로 가면 유진 시가 나온다. 

대학교 캠퍼스가 자리한 이 도시는 오리건 주의 자전거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나이키의 첫 번째 본사가 있었던 곳이다. 나이키는 오리건주립

대학교 소유의 헤이워드 필드(Hayward Field)에 첫 뿌리를 내렸으며, 

이곳 운동장에는 공동 창업자인 빌 바워맨(Bill Bowerman)의 동상이 세

워져 있다.

Opal Creek Wilderness
오팔 크릭에는 ‘세 개의 풀장(Three Pools)’이 있다. 노출된 현무암 벽이 

감싸는 에메랄드빛 개울은 오리건 주 주민들이 가장 아끼는 자연 수영

장이자, 절벽 다이빙 명소로 통한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 자연 

수영장의 물은 여름에도 꽤 차가운 편이라 제대로 수영을 즐기고 싶다

면 7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방문해야 한다.

Columbia River Gorge & Multnomah Falls
콜롬비아 리버 조지는 오리건과 워싱턴 주의 국경을 나누는 거대한 협

곡이다.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협곡 곳곳에 위치한 뷰포인트에 닿

을 수 있다. 포틀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뷰포인트는 강 위로 높이 솟은 

크라운 포인트(Crown Point)에 세워진 비스타 하우스(Vista House). 그

러나 불행히도, 지난해 8월 콜롬비아 리버 조지에 큰 화재가 발생해 멀

트노마 폭포를 제외한 많은 트래킹 코스가 문을 닫은 상태이고 오픈 날

짜는 미정이다.

Sauvie Island Beach
가까운 거리에서 비치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소비 아일랜드 비치가 좋

겠다. 포틀랜드 다운타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 당일 여

행으로 이만한 곳도 없다. 물이 그리 깨끗한 편은 아니지만 늘어져 태

닝하고 뛰어들기 좋은 장소다. 소비 섬의 절반 가까이 되는 땅은 야생

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50종의 조류와 50여 종의 포유

동물, 30여 종의 어류와 양서류 동물들이 살고 있어 낚시꾼, 사냥꾼들

의 아지트로도 사랑받는다.

데이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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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와인이라 하면 캘리포니아를 떠올리겠지만 적어도 ‘피노 누아(Pinot Noir)’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 바로 오리

건이다. 245만 평에 이르는 땅에 포도를 키우고 재배하는 와이너리가 400개가 넘는다. 캘리포니아의 화려한 와이너리와는 다

른 아기자기한 매력을 지닌 오리건의 와이너리들.

Ardiri Winery & Vineyards
워싱턴 카운티의 코넬리우스에 자리한 에얼데리 와이너리는 체할렘 산(Mt. Chehalem)의 북쪽에 있어, 멀리서 보

면 완벽한 말발굽의 모양을 그린다. 산의 우거진 나무들이 말발굽의 굽은 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도드라지

게 하고, 서쪽의 가장자리는 풀로 덮인 언덕이 모양을 다듬는 식이다.

35040 SW Unger Road, Cornelius.  |  (503) 628-6060  |  ardiriwine.com

Domaine Serene
언덕 위에 위치한 테이스팅룸과 숙박 시설은 던디 레드 힐즈의 서쪽 언덕의 뷰를 내다본다. 최고의 와인을 만들

기 위해 포도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을 3회 시행하여 농축된 포도원액를 얻고, 보르도에서 만든 부르고뉴 

용 오크를 사용한다. 정제나 필터링은 하지 않으며 병입 후 18개월을 숙성시킨 뒤 판매하고 있다.

6555 NE Hilltop Lane, Dayton.  |  (503) 864-4600  |  domaineserene.com

Sokol Blosser Winery
오리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소콜 블라서 와이너리는 1977년도에 문을 열었다. 던디 힐즈의 아래쪽에 

자리해 언덕 위로 올려다보는 뷰가 아름답다. 테이스팅룸의 한 창문은 후드 산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어, 흰 산

을 하나의 정물화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다.

5000 Sokol Blosser Lane, Dundee.  |  (503) 864-2282  |  sokolblosser.com 

Stoller Family Estate
1943년에 지어진 오리건의 던디 힐즈에서 가장 큰 이 포도원은 1993년에 빌 스톨러(Bill Stoller)에 의해 현재의 모

습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재배법, 환경 친화적 와이너리로 세계 LEED 골드 인증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멀

리 한 그루의 나무와 그에 매달린 타이어 그네가 보이는데 그걸 타고 있으면 하얀 의자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

운 풍경이 보인다. 

16161 NE McDougall Rd, Dayton.  |  (503) 864-3404  |  stollerfamilyestate.com

Ponzi Winery
폰지 가족에 의해 1970년에 설립된 와이너리로 포틀랜드에 가까이 위치해 관광객들이 가장 자주 찾는 와이너

리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노 누아, 샤도네이, 피노 그리스, 피노 블랑, 드라이 리즐링 및 희귀한 이탈

리아 품종인 아르네이스와 돌체토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북서쪽 체할렘 산 경사면 꼭대기에 위치해 야외 테

라스의 전경 또한 아름답다.

19500 SW Mountain Home Rd, Sherwood.  |  (503) 638-1227  |  ponziwines.com

Ruby Vineyard & Winery
작고 아담한 규모의 진정한 로컬 와이너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루비 빈야드를 추천하고 싶다. 스톨러와 폰지에 

관광객들이 모여든다면 루비는 오직 로컬에 의한, 로컬을 위한 와이너리라 할 수 있다. 피노 그리스, 샤도네이, 

디저트 와인을 생산하는데, 역시 메인은 피노 누아다. 여느 와이너리에 비해 조용하게 즐길 수 있고 합리적인 테

이스팅 가격 또한 매력적이다. 

30088 SW Egger Rd, Hillsboro.  |  (503) 628-7829  |  rubyvineyard.com

Winery

Why Portland?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매일 버스 두 대를 가득 채우는 수의 사람들

이 포틀랜드(오리건 주)로 이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많은 도시를 두고 왜 하필이면 포

틀랜드일까? 다양한 직종의 포틀랜더를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자연

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대답이 압도적이다. 포틀랜드는 작은 도시다. 다운타운에서 

공항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산과 바다, 호수도 한두 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

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좋다. 18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

고 있고 키 큰 나무들이 즐비해 있다.

이 도시의 슬로건은 “Keep Portland Weird(포틀랜드를 이상하게 유지하자)”이다. 그 슬

로건을 지키기 위한 포틀랜더의 노력은 가상할 정도다. 발가벗고 자건거 타기 대회, 남

녀 수염 대회, 가짜 영화제 등 희귀한 페스티발이 수시로 열린다. 뭐든 직접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유행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자신만의 멋부리기에 심취해 있다. 포

틀랜드는 인구 대비 세계에서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맥주 바가 아

닌 맥주 브루어리가, 커피숍이 아닌 커피 로스터가, 글로벌 체인 브랜드가 아닌 로컬 

브랜드가 넘쳐난다. 스타벅스가 아닌 포틀랜드 태생의 스텀프타운 커피, 코아바 커피

를 선호하는 도시, 반스 앤 노블이 아닌 중고 서점 파월 북스가 사랑받는 곳이 바로 여

기 포틀랜드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포틀랜드는 미국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

시 1위에 선정되었다. 거쳐가는 도시가 아닌 정착하고 싶은 도시, 새로운 것에 도전하

는 것을 즐기고, 비주류를 주류만큼이나 존중하며 속도를 한 템포 늦추고 자신만의 신

념으로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포틀랜드를 소개한다.

*Very Portland

포틀랜더는 지극히 포틀랜드스러운 무언가를 두고 “Very Portland”라고 말합니다. <베리 포틀

랜드>는 포틀랜더가 사랑하는, 지극히 포틀랜드스러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힙스터들

의 도시, 나이키와 스텀프타운의 도시, 킨포크의 도시… 포틀랜드를 상징하는 몇 가지 단어는 이

제 지워도 좋습니다. <베리 포틀랜드>가 지금 현재의 포틀랜드, 그중에서도 엄선된 장소와 키워

드만을 보여줄 테니까요. 포틀랜드에서 3년째 거주 중인 포틀랜더이자 11년 차 피처 에디터가 

선정한 265개의 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컬들이 사랑하는 레스토랑, 커피 로스터, 맥주 

브루어리, 리빙숍, 1박 2일 오리건 여행지, 호텔과 에어비앤비, 포틀랜더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인터뷰까지 모두 한 권에 담았습니다.

로컬들이 먹고 쇼핑하고 

즐겨 찾는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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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 포틀랜드
조소영 지음 | 청림Life

포틀랜드 미니 가이드

지은이 조소영(Jo So Young)    펴낸이 고병욱

1판 1쇄 인쇄 2018년 3월 12일    1판 1쇄 발행 2018년 3월 30일

펴낸곳 청림출판(주)    등록 제1989-000026호

홈페이지 www.chungrim.com

ISBN 979-11-88700-09-7 (1398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조소영·Travel portland, 2018

*Travel Portland

우리는 오리건에 위치한 도시 포틀랜드의 관광청입니다. 포틀랜드는 지역성, 창의성, 지속가

능성,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며 미국 북서부에서 자발적으로 탄생한 특별

한 도시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포틀랜드를 방문해 이 도시의 매력에 대해 직접 체험하기를 바

랍니다.

Portland Walking Tours
가이드와 함께 다운타운을 걸으며 포틀랜드 건

축, 역사, 공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portlandwalkingtours.com

Brewvana
어워드에서 수상한 포틀랜드 브루어리를 투어

한다. 

brewvana.com

Portland Spirit River Cruises
점심 또는 저녁 식사와 함께 크루즈를 즐길 

수 있다. 

portlandspirit.com

Third Wave Coffee Tours
포틀랜드의 대표 로스터 커피를 마시고 커피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thirdwavecoffeetours.com

Pedal Bike Tours
자전거를 타고 포틀랜드의 랜드마크, 레스토

랑, 숍 등을 방문한다. 

pedalbiketours.com

Wildwood Adventures Tours
후드 산, 오리건 코스트, 윌래밋 밸리 와이너

리 투어를 진행하다.

wildwoodtours.com

Forktown Food Tours
여러 레스토랑을 돌며 샘플 메뉴를 즐기고 포

틀랜드 푸드 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orktownfoodtoursportland.com

BrewGroup PDX
페달을 밟으며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맥

주를 마실 수 있다. 3개의 탭 룸에 정차한다. 

brewgrouppdx.com

Evergreen Escapes
국립 공원, 도심 랜드마크, 와이너리 등 다양

한 투어 중 선택할 수 있다. 

evergreenescapes.com

Portland Tour 포틀랜드 구석구석, 좀 더 특별한 코스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자.

 지도 출처    23쪽: portlandstreetcar.org   |   24쪽: trimet.org   |   25~28쪽: portlandmaps.com

*본 가이드북의 정보는 2018년 2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