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City

또 다른 힙스터들의 도시,
애틀랜타
더 이상 마거릿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CNN 방송국, 코카콜라의 고향으로만 기억하지 말기를. 단단한 팔뚝에
화려한 타투를 새긴 셰프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음식을 서빙하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DJ가 바 한복판에서 탁구를 치며 담벼락
구석구석 새로운 스트리트 아트가 발견되는 곳. 지금 미국의 힙스터들이 애틀랜타로 모여들고 있다.

사실 애틀랜타를 찾은 것은 순전히 서배너Savannah
때문이었다. 서배너는 미국 남동부 조지아 주의 새롭게
떠오르는 휴양지로 이곳에 가려면 주도인 애틀랜타를
들러야 했다. 가이드북을 들춰보니 델타항공과 코카콜라,
CNN의 본사가 있는 남부의 최대 산업 도시라기에 잠시
쉬어가려고 했을 뿐. 그런데 애틀랜타를 하루 둘러보곤
홀딱 반해버렸다. 현재 애틀랜타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서 있는 데다 최근엔
영화 산업이 급부상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며 영화감독, 배우
등이 애틀랜타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의 취향에
어울릴 만한 패션, 다이닝, 아트도 생겨나는 중. 도시의
수준은 높지만 그에 비해 주 세금이 낮아 청춘들 또한
애틀랜타로 찾아든다. 이 도시에 주목할 이유, 충분하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 남부 귀족들의
화려한 식탁을 기억하는가? 그때도 지금도,
애틀랜타는 명실공히 미남동부 최대 도시다.
풍요로운 만큼 고급 미식이 발달해 남부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는 스타 셰프들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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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쇼Gunshow
가장 놀랐던 것은 건쇼였다. 건쇼는 미국의 간판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톱 셰프>에 참가해 스타 셰프로
떠오른 케빈 길레스피Kevin Gillespie의 레스토랑이다.
널따란 오픈 키친에선 8명의 셰프들이 분주히 요리를
하는데, 겉모습도, 요리하는 음식도 제각각이다. 중국
쓰촨 지방의 단단면은 물론 자메이카의 만두인 핫 포켓,
프로슈토를 올린 래빗 라비올리, 스웨덴의 케이크 모양
샌드위치인 스메르고스토르타를 타파스 크기로 낸다.
재미있는 것은 이를 셰프가 직접 손님들에게 다가가
판매하는 것이다. 레시피, 식재료의 출처, 음식에 담긴
사연, 자신의 요리 철학까지 열정을 다해 설파하는
셰프들과 눈을 맞추고 나면 이들의 유혹을 외면하기
어렵다. 셰프들은 요리를 다 팔아야 다시 주방에
돌아간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서바이벌’의 현장인 셈.
그러다보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발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된다. 애틀랜타에 오래 머물며
단골집 삼고 싶다.
OPEN 화~토요일 오후 6~9시 LOCATION 924 Garrett St, Ste
C.TEL +1-404-380-1886 WEB www.gunshow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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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세실리아St.Cecilia
킹 듀크King Duke, 더 옵티미스트The Optimist 등

엠파이어 스테이트 사우스
Empire State South

애틀랜타에만 5개의 레스토랑을 성공리에 운영

포드 프라이와 함께 애틀랜타의 대표 셰프로 불리는

중인 스타 셰프 포드 프라이Ford Fry의 ‘최신작’이자

휴 애치슨Hugh Achson. 그는 요리계의 오스카상으로

벅헤드Buckhead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다. 그와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가 미 남동부 최고로

총괄 셰프인 크레이그 리차드Craig Richards가 선보이는

인정한 셰프다. 요리책 저자로도 유명한데, 미국 남부식

요리는 이탈리아 북서부 항구도시인 제노바 지방과

모던 다이닝 레시피를 담은 그의 첫 책 <어 뉴 턴 인 더

남부 유럽 해안가 지역의 퀴진. 그런 만큼 신선한 해산물

사우스A new turn in the South>가 큰 호평을 받았다.

요리와 파스타가 빼어나다. 특히 로 시푸드 디시인

책에 소개된 먹음직스러운 남부 음식을 이곳에서 맛볼

크루도는 꼭 맛봐야 한다. 석류와 피스타치오를 올린

수 있다. 메뉴는 프라이드치킨 비스킷과 같은 아침

방어회, 초리조 드레싱과 꽈리고추 피클을 얹은 맛조개

식사에서부터 가벼운 점심으로 좋은 멕시코식 샌드위치

등 셰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난다. 파스타 또한

로스트 치킨 소페, 셰프의 대표 메뉴를 고루 맛볼 수 있는

해산물을 이용한 메뉴가 많은데, 조지아산 새우로 속을

6코스 테이스팅 메뉴 등 다양하다. 오후 3시부터 5시

꽉 채운 카펠레티, 케일 파스타에 바닷가재를 넣어 빚은

30분까지 ‘스내키스Snackies’ 타임을 찾는 이들도 많다.

라비올리, 숯불에 구운 칼라마리와 염장한 숭어알을

남부의 술인 버번에 홈메이드 샤퀴테리, 피멘토 치즈와

올린 블랙&화이트 파스타가 인기.

베이컨 마멀레이드 같은 스낵을 곁들여볼 것.

OPEN 월~금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런치),
일~목요일 오후 5~10시(디너), 금, 토요일 오후 5~11시(디너)
LOCATION 3455 Peachtree Rd., NE TEL +1-404-554-9995
WEB stceciliaatl.com

OPEN 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요일 오후 5시
30분~11시, 일요일 오전 9시~오후 11시 LOCATION 999
Peachtree St, NE #140 TEL +1-404-541-1105
WEB www.empirestatesou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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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화이트 오크 키친&칵테일
White Oak Kitchen &
Cocktails
떡갈나무와 오크 통을 이용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 곳. 공간은 크게 입구 쪽에 자리한 바, 세련된
분위기의 메인 홀, 가장 안쪽의 아늑한 단체 룸으로

애틀랜타는 국제적인 패션 위크를 열 만큼 패션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나뉜다. 주변이 대부분 오피스 빌딩인 만큼 시크한

다운타운과 벅헤드의 빌딩가에서는 세련된 비즈니스 룩을, 갤러리와

차림의 비즈니스맨, 오피스 레이디들이 주로 찾는다.

코지한 레스토랑, 바가 모여있는 이스트사이드 지역에서는 감각적인

이곳에서는 ‘컨템퍼러리 서던 퀴진’을 즐길 수 있다. 콘

캐주얼 룩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모두 ‘쇼핑’하고 싶다면 벅헤드로 향한다.

차우더, 스노 크래브, 허니 갈릭 소스를 얹은 돼지고기
미트볼, 양고기 버거 등을 9~19달러대로 맛볼 수 있다.
OPEN 월~금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30분, 토,
일요일 오후 4시~10시 30분 LOCATION 270 Peachtree St,
NE TEL +1-404-524-7200 WEB whiteoakkitch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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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시티 키친
South City Kitchen

제프리 애틀랜타
Jeffrey ATLANTA

사우스 시티 키친은 미드타운 지역의 고급 전통

애틀랜타가 ‘넥스트 할리우드’로 주목받으며 도시가

음식점이다. 이곳에서 무조건 맛봐야 할 것은 2가지.

한층 패셔너블하게 변화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미국 남부 음식의 대명사인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와

벅헤드 지역이다. 레녹스 스퀘어 몰Lenox Square Mall,

프라이드치킨이다.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동명의

핍스 플라자Phipps Plaza, 벅헤드 애틀랜타 등 대형

영화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 본래 그린 토마토를

쇼핑몰들이 모여 있어 ‘미 남부 쇼핑 1번지’로 명성을

넓적하게 썰어 우유, 밀가루, 달걀, 빵가루 등을 묻혀

떨치고 있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매장들을 갖추고 있는데

튀긴 요리다. 여기에 고트 치즈와 레드 페퍼를 첨가해

최근에는 에르메스, 에트로, 카날리 등 명품 부티크

더욱 깊고 진한 풍미를 낸다. 프라이드치킨은 미국에서도

숍들이 부쩍 늘었다. 뛰어난 안목이 돋보이는 셀렉트

남부가 원조다. 과거엔 닭고기가 돼지고기보다도

숍도 있다. 애틀랜타의 패션 피플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비싸게 팔릴 만큼 귀해서 그레이비소스를 곁들인

곳은 핍스 플라자 1층에 위치한 제프리 애틀랜타다.

프라이드치킨은 일요일 저녁 식사에 오르는 고상한

1990년 문을 열어 큰 성공을 거둔 후 1999년에는 맨해튼

음식이었다. 사우스 시티 키친의 것은 버터밀크에 푹

로어 웨스트사이드에도 매장을 열었다. 알렉산더 맥퀸,

담갔다가 튀겨내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럽다.

발렌시아가, 셀린느, 생 로랑, 드리스 반 노튼, 지방시,

OPEN 월~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0시,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 30분(브런치), 오후 5시~10시 30분(디너),
주말 오전 11시~오후 3시 30분(브런치), 오후 5~10시(디너)
LOCATION 1144 Crescent Ave., NE TEL +1-404-873-7358
WEB midtown.southcitykitchen.com

랑방, 마르니, 이자벨 마랑의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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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월, 화, 수,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일요일 낮 12시
30분~오후 6시 LOCATION Phipps Plaza, 3500 Peachtree
Rd., NE, Suite A-3 TEL +1-404-237-9000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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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우드 애비뉴
Edgewood Ave
에지우드 애비뉴는 자잘한 범죄, 마약 중독자와 부랑자들의
은신처로 골치를 앓던 곳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젊은
아티스트와 힙스터들이 모여들며 창조적인 에너지가 물씬
흐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트리트 아트다. 2010년
시작된 ‘리빙 월스, 더 시티 스픽스Living Walls, The
City Speaks’ 컨퍼런스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거리
예술가들이 애틀랜타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에지우드
애비뉴를 비롯해 캐럴 스트리트Carroll St, 크로그 스트리트
터널Krog St, Tunnel의 허물어진 담벼락을 스트리트
아트로 가득 채웠다. 에지우드 애비뉴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스텐&렉스Sten & Lex, 볼티모어에서 활동 중인
가이아Gaia와 나눅Nanook, 멕시코에서 온 네우츠Neuzz
등 8팀이 참여했다. WEB livingwall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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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
High Museum of Art
애틀랜타의 문화와 예술을 엿보고 싶다면 미드타운의
로버트 W. 우드러프 아트 센터Robert W. Woodruff
Art Center로 향한다. 특히 예술과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를 꼭 들러볼 것.
로버트 W. 우드러프 아트 센터의 나지막한 언덕길을
오르면 순백의 초현대식 건물이 나타난다. 이는 1983년
미국의 3대 현대 건축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이다. ‘백색 건축가’로 불리는 그는 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로 미국건축가협회AIA를 비롯해
여러 건축 미디어, 단체들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다. 또
2005년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미술관을
확장했다. 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는 1만 4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19~20세기 미국의 현대
미술, 컨템퍼러리 아트와 사진, 13~18세기 유러피언
컬렉션,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술 등을 볼 수 있다. 현재는
고든 파크스의 <인종 분리 이야기>전이 진행 중이다.
OPEN 오전 10시~오후 5시 LOCATION 1280 Peachtree St, NE
TEL +1-404-733-4400 WEB www.hig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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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샤라트 갤러리
Besharat Gallery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19세기 산업혁명 시절 공업 발달을
통해 성장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찾아온 대공황, 제조
업종의 쇠퇴로 공업 지역들은 쇠락의 길을 걷다 폐허가
되어버렸다. 뉴욕이며 런던, 베를린 그리고 애틀랜타

훌륭한 현대 미술 전시를 보려면 미드타운으로,
재능 있는 로컬 아티스트를 만나려면 캐슬베리

또한 같은 길을 걸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곳을
차지한 건 아티스트였다. 다운타운의 남서쪽을 차지한
캐슬베리 힐Castleberry Hill도 바로 그런 곳이다. 현재

힐로, 곳곳에 화제를 만들어내는 스트리트 아트를

이곳엔 11곳의 갤러리와 아트 스페이스가 늘어서 있고

즐기려면 에지우드 애비뉴로 향한다.

종종 아티스트들의 작업실도 만나게 된다. 피터스
거리Peters St에 자리한 베샤라트 갤러리는 애틀랜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갤러리다. 애틀랜타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신진 아티스트 60여
명의 다채로운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함께 와인 테이스팅과 라이브 뮤직을 즐길 수 있는
‘아트&와인’과 같은 이벤트도 연다.
OPEN 목~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LOCATION 175 Peters St, SW TEL +1-404-524-4781
WEB atlanta.besharat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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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 바El bar
엘 바는 ‘히든 바’로, 뉴욕의 미트패킹이나 베를린의
노이쾰른에서 볼 수 있는 작지만 내실 있는 바이자
클럽이다. ‘거칠고, 땀에 흠뻑 젖게 하는 댄스 파티’를
원하는 이들만 찾으라는 것이 오너의 당부다. 엘
바에서는 얼터너티브 힙합과 디스코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메인 레지던스 DJ인 스피커폭스Speakerfoxxx는
애틀랜타에서 가장 잘나가는 여성 DJ 중 한 명으로
뉴욕과 애틀랜타를 오가며 활동 중이다. 맥주와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로망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칵테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으니 하룻밤은 맘껏

유명 도시들은 버려진 공간에 녹지와 여가 시설을

취해봐도 좋다.

조성하는 ‘도시 재생’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를

OPEN 목~토요일 오후 11시~오전 3시 LOCATION El Azteca
of Atlanta Midtown 939 Ponce De Leon Ave., NE
TEL +1-404-881-6040 WEB www.facebook.com/
pages/El-Bar/103077318374

위해 주목한 것은 폐철도나 폐고가도로다.

세계 어딜 가나 남쪽 사람들이 더 잘 논다. 북실북실하게
턱수염을 기르고 몸 어딘가에 커다란 타투를 새긴
힙스터들이 폰시 하일랜드Poncey-Highland 지역과
에지우드 애비뉴에서 은밀한 파티를 연다.

1

3

애틀랜타 벨트라인
Atlanta Beltline
유명 도시들은 버려진 공간에 녹지와 시민들을 위한 여가

시스터 루이자스 처치
Sister Louisa’s
Church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재생’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나이트라이프의 핫 스폿으로 꼽히는 에지우드

이에 간택된 것은 폐철도나 폐고가도로. 파리의 프롬나드

애비뉴는 낮보다도 밤이 훨씬 활기차고 안전하다.

플랑테Promenade Plantée, 뉴욕의 하이 라인 파크가

거리를 따라 개성 충만한 바와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성공적인 예다. 지난 9월 애틀랜타에도 낡은 철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범상치 않은 오라를 뿜어내는 곳이

시민들을 위한 레저 공간인 애틀랜타 벨트라인으로

에지우드 애비뉴 초입의 시스터 루이자스 처치-원래

재탄생했다. 총길이는 약 35킬로미터. 여기엔 동-서-

이름은 ‘시스터 루이자스 처치 오브 더 리빙 룸&핑퐁

남서-북으로 총 4개 트레일이 있고 블러바드 크로싱

엠포리엄’-다. 이름과는 달리, 독실한 기독교인은

파크, D. H. 스탠턴 파크, 히스토릭 포스 워드 파크,

출입하지 말길 바란다. 기괴한 아트워크, 역설과 블랙

히스토릭 포스 워드 스케이트 파크, 퍼거슨 파크 등 각기

유머가 횡행하는 문구와 장식품들로 가득하기 때문.

다른 풍경을 지닌 5개의 공원이 연결되어 있다. 시민들의

그러나 애틀랜타의 젊은 힙스터들을 만나고 싶다면

반응은 뜨겁다. 많은 이들이 애틀랜타 벨트라인을 찾아

시스터 루이자스 처치는 일정에 꼭 넣어야 한다. 특히

조깅을 하고 자전거며 스케이트를 탄다. 주말이면

2층엔 흥미로운 놀 거리와 사람들이 가득하다. 미용실

피크닉을 나선 친구며 연인, 가족들로 공원이 붐빈다.

의자, 주크박스, 탁구대로 꾸며진 2층에서 애틀랜타의

애틀랜타 벨트라인 곳곳에서 애틀랜타 로컬 아티스트의

로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볼 수 있다.

미술 작품과 스트리트 아트도 만날 수 있다.

OPEN 월~토요일 오후 5시~새벽 3시, 일요일 오후 5시~밤
12시 LOCATION 466 Edgewood Ave., SE
TEL +1-404-522-8275 WEB www.sisterlouisaschurch.com

LOCATION 240 N. Highland Ave. WEB belt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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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테인 파크
CHASTAIN PARK

각 지역별
애틀랜타 여행법

1

미드타운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2 St. Cecilia
3 JW Marriott

Buckhead
Atlanta Hotel

BUCKHEAD

애틀랜타는 크게 25개 지역으로 나뉜다. 그중 꼭
찾아봐야 할 이웃들은 다음과 같다.

벅헤드

Jeffrey Atlanta

75

파인 힐스

애틀랜타
ATLANTA

언더우드 힐스

285

MIDTOWN

노스웨스턴
NORTHWESTERN

1 High Museum of Art
2 South City Kitchen

캐리 파크
CARRY PARK

3 Empire State South
85

1 El Bar

EAST SIDE

DOWNTOWN

2 Atlanta Beltline

White Oak Kitchen & 1
Cocktails

3 Sister Louisa's Church
20

Besharat Gallery 2

4 Gunshow

터너 필드

85

사우스웨스턴
SOUTHWESTERN

사우스이스턴
SOUTHEASTERN

75

애틀랜타의 대중교통 시스템 MARTA
촘촘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애틀랜타를 여행할 수 있다. 충전식
교통카드인 MARTA 카드를 구매하면
지하철 4개 노선, 버스 138개 노선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 4개 노선이 모두 만나는 파이브
포인츠Five Points 역이 기점. 레드,

다운타운
고층 건물이 우뚝 서 있는 빌딩가와 프로 미식축구팀 애틀랜타 팰컨스의 홈구장인
조지아 돔, 조지아 주립대학, 캐슬베리 힐이 고루 포진해 있는 애틀랜타 시내의 중심.

골드 노선은 애틀랜타의 남북을, 블루,

파이브 포인츠 역에서 캐슬베리 힐까지 가고 싶다면 M골드나 레드 노선을 타고 남쪽으로 8분,

그린 노선은 동서를 가로지른다.

가넷Garnett 역에서 하차한다.

1 화이트 오크 키친&칵테일

2 베샤라트 갤러리

애틀랜타의 세련된 비즈니스맨, 오피스

크고 작은 갤러리가 모여 있는 캐슬베리

레이디의 점심 식사.

힐의 대표 갤러리.

LOCATION 270 Peachtree St, NE
TEL +1-404-524-7200

LOCATION 175 Peters St, SW
TEL +1-404-524-4781

WEB whiteoakkitchen.com

WEB atlanta.besharatgallery.com

에디터 서다희 포토그래퍼 전재호 취재 협조 애틀랜타관광청 www.atlanta.net 미국관광청 www.discoveramerica.co.kr 델타항공 www.delta.com

20

285

벅헤드

이스트사이드

미드타운

다운타운에서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10분쯤

에지우드 애비뉴, 애틀랜타 벨트라인

애틀랜타에서 두 번째로 큰 상업 지구. 1929년에

달리면 고급 오피스 빌딩과 세계적인 체인 호텔,

등 애틀랜타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지어 고전미가 넘치는 폭스 극장과 로버트 W.

호화로운 주상복합 건물들이 늘어선 벅헤드가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동쪽에

우드러프 아트센터가 있어 예술 및 문화의

나타난다. 신흥 부촌으로, 최근 저스틴 비버가

몰려 있다. 앞으로의 변화도 더욱 기대되는 지역.

아지트로도 불린다.

이곳으로 이사 오자 고고한 주민들이 비버의

파이브 포인츠 역에서 에지우드 애비뉴까지 M블루와

다운타운 파이브 포인츠 역에서 미드타운 역까지

이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린을 타고 킹 메모리얼 역에서 하차, 에지우드 애비

M골드, 레드 노선으로 10분 소요.

다운타운 파이브 포인츠 역에서 벅헤드의 중심 역인 레

뉴까지 도보로 7분 소요, 총 10분. 애틀랜타 벨트라인의 이스

녹스 역까지 M골드 노선으로 21분 소요.

트 트레일까지는 M블루 노선을 타고 랄프 맥길 블러바드 NE
역에서 하차, 17분 소요.

1 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
애틀랜타 및 미국의 현대 미술, 컨템퍼러리 아트를

1 제프리 애틀랜타

만날 수 있는 곳.

벅헤드 최고급 쇼핑몰에 자리한 취향 좋은 셀렉트 숍.

1엘바

LOCATION Phipps Plaza, 3500 Peachtree Rd., NE,
Suite A-3

디스코, 얼터너티브 힙합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바.

TEL +1-404-237-9000
2 세인트 세실리아

LOCATION El Azteca of Atlanta Midtown 939 Ponce
De Leon Ave., NE

이탈리아 제노바 지방과 남부 유럽 해안가 지역의

TEL +1-404-881-6040
2 애틀랜타 벨트라인

요리를 모던하게 즐긴다.

이제 막 공개된 애틀랜타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LOCATION 3455 Peachtree Rd., NE
TEL +1-404-554-9995

친환경적인 삶을 체험해볼 것.

WEB stceciliaatl.com
3 JW 메리어트 벅헤드 애틀랜타 호텔
레녹스 몰과 맞닿아 있는 우아한 호텔. 최고의 전
망까지 지녔다.
LOCATION 3300 Lenox Rd., NE
TEL +1-404-262-3344
WEB www.marriott.com

LOCATION 240 N. Highland Ave.
WEB beltline.org
3 시스터 루이자스 처치
에지우드 애비뉴의 키치한 핑퐁 바.
LOCATION 466 Edgewood Ave., SE
TEL +1-404-522-8275
WEB www.sisterlouisaschurch.com
4 건쇼
셰프가 요리에서부터 판매까지 책임지는, 한 편의
서바이벌 쇼와 같은 레스토랑.
LOCATION 924 Garrett St, Ste C.
TEL +1-404-380-1886
WEB www.gunshowatl.com

LOCATION 1280 Peachtree St, NE
TEL +1-404-733-4400
WEB www.high.org
2 사우스 시티 키친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남부의 정찬. 프라이드
치킨과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맛볼 것.
LOCATION 1144 Crescent Ave., NE
TEL +1-404-873-7358
WEB midtown.southcitykitchen.com
3 엠파이어 스테이트 사우스
홈메이드 샤퀴테리, 피멘토 치즈에 곁들인 버번
칵테일의 그윽한 향이 최고.
LOCATION 999 Peachtree St, NE #140
TEL +1-404-541-1105
WEB www.empirestatesouth.com

The Next Hipster’s Paradise: Atlanta
Atlanta is more than the city that brought “Gone with the Wind,” CNN headquarters and
Coca-Cola. Today this city features tattooed chefs serving food in extraordinary ways,
bearded DJs, street art on every corner, and unique nightlife options like a bar with table
tennis. This American metro offers quirky amenities giving young people many reasons to
visit the city.
Guidebooks will tell you that the state’s capital, Atlanta (near Savannah), is home to Delta,
Coca-Cola and CNN headquarters company headquarters as it is the largest city in the
South. But Atlanta is rapidly changing. The film industry is on the rise thanks to tax
incentives, so film directors and actors are now flocking to Atlanta. High fashion, dining and
art have also sprung up all over the city and young people are increasingly choosing
Atlanta. Those are only some of the reasons to pay attention to this American city.

Dining
Remember the gorgeous Southern tables in the film, “Gone with the Wind?” Then and now,
Atlanta is a city with great food. The South has develop a strong culinary reputation and
produces some of the most acclaimed chefs in the United States.
St. Cecilia
St. Cecilia, King + Duke and The Optimist are three of the most recent of five restaurants
from successful star chef, Ford Fry. St. Cecilia in Buckhead is one of the hottest restaurants
at the moment and the latest from Fry. As chef and general manager, Chef Craig Richards is
serving northwestern Italian cuisine. Fresh seafood and pasta excel here. [Describes a
couple of the dishes in more detail in the last two paragraphs].
Gunshow
Gunshow is a surprise. Gunshow is the restaurant of Chef Kevin Gillespie. Gillespie emerged
as a star chef after participating in the popular Top Chef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Eight separate chefs cook in this open kitchen where diners can watch them prepare the
food. [Examples of some of the dishes in this sentence]. The unique thing about Gunshow is
that the chefs approach the customers directly and tell stories about the food, the source
and their philosophy. As you’re looking right into the chef’s eyes while they talk about the
food, it is hard to ignore the temptation to order.
Empire State South
Hugh Acheson is author of the Atlanta cookbook, “A New Turn in the South: Southern
Flavors Reinvented for Your Kitchen,” which has won a James Beard Award (think of it as
the Oscars for the best chefs in the United States). Empire State South provides an alluring
introduction to Southern food. The menu includes fried chicken, biscuits and more. Happy
Hour is from 3 p.m. to 5:30 p.m. and includes small bites and boozy bourbon drinks. Try
the pimento cheese with bacon marmalade.
White Oak Kitchen and Cocktails
The interior of White Oak is eye-catching, with a large bar, oak throughout and cozy dining
room spaces throughout. Located in the bottom floor of an office building, the clientele is
primarily businessmen and office ladies. Here you can enjoy contemporary Southern cuisine
such as pork and corn chowder.
South City Kitchen
South City Kitchen is a well-established restaurant located in the Midtown area. The South is
synonymous with fried food – fried green tomatoes and fried chicken. From the movie of the

same name, Fried Green Tomatoes is unripe sliced tomatoes, mixed with a batter of milk,
flour, egg and bread crumbs, then fried. These were topped with goat cheese and red
pepper sauce to produce a delicious, rich flavor. Southern Fried Chicken is also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At South City Kitchen, immerse yourself in the crispy, buttermilk fried
bird and enjoy the juicy meat inside.
Fashion
Atlanta has a passion for fashion. For a sophisticated business look, try Downtown. The
Eastside has galleries, cozy restaurants and bars and is where you’ll find a casual yet sexy
look. Locals head to Buckhead for all types of shopping.
Jeffrey
As Atlanta receives attention as “the next Hollywood,” fashion is on the rise, too. Buckhead
is the most prominent location with Lenox Square Mall, Phipps Plaza and Buckhead Atlanta,
helping to make the city the No. 1 destination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for shopping.
These shopping areas offer a variety of stores including Hermès, Etro, Canale, as well as
luxury boutiques. Located on the first floor of Phipps Plaza, Jeffrey opened its doors in 1990.
The store achieved success and then opened a second store on the Lower West Side of
Manhattan. Here you can find labels such as Alexander McQueen, Balenciaga, Celine, Yves
Saint Laurent, Dries van Noten, Givenchy, Lanvin, Marnier, and Isabel Marant.
Art
Midtown offers fantastic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and the chance to take in local art
works. Street art also abounds in Atlanta, primarily along Edgewood Avenue.
The High Museum of Art
The High Museum of Art is a must-do stop for travelers interested in architecture. Climb the
hill up to the Robert W. Woodruff Arts Center and take in the ultra-modern white building.
The building itself is the work of Richard Meier, considered to be one of three major
contemporary architect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In 2005, the world-famous
Renzo Piano expanded the building. Today, the High Museum of Art has more than 14,000
works of art, including 19th and 20th century American contemporary, photography, 13th
through 18th century European collections and African art collections.
Edgewood Avenue
Once known as a troubled street, having drug and crime problems, the Edgewood Avenue of
today is being infused with creative energy from young artists and hipster shop owners.
Street Art is typical along this corridor. In 2010, the Living Walls: City Speaks conference
began, bringing in street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to convene in Atlanta. [Last two
paragraphs include streets and intersections where you can see art and some of the artist
names].
Besharat Gallery
Most large cities had thriving factories and warehouses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But
with the Great Depression, along with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many industrial sectors
within cities were abandoned and on the path of decline – New York, London, Berlin and
Atlanta all saw this phenomenon. However, over time, artists moved into these previously
abandoned warehouses and factories, creating studio and living spaces. Located southwest
of Downtown, Castleberry Hill is such a place. The streets here are lined with galleries, art
shops and artist studios. The Besharat Gallery, located on Peters Street,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galleries in the area. Here you can see artists’ works from around the word,

including budding Atlanta-based artists. The space also functions for events like Happy
Hours and wine tastings.
Eco Life
The desire for sustainable living is currently a worldwide trend. The world’s most well-known
cities are now scrambling to adapt and generate an urban renewal of sorts, turning
previously abandoned spaces into green space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tlanta BeltLine
Similar to New York’s High Line and Paris’ Promenade Plantée, Atlanta is creating its own
path. Atlanta is taking old rail lines and repurposing them for citizen-driven leisure spaces
and calling it the Atlanta Beltline. The length is approximately 35 km and it goes along
Historic Old Fourth Ward Park, a skate park and connects five different neighborhoods. Here
you’ll find locals jogging, biking and skating. On the weekend, you’ll see the parks crowded
with families and lovers having picnics. The path is also dotted with art from local artists.

Nightlife
In this part of the country, the South, people just play better. Ride along Ponce in PonceyHighland to a spot where a tattooed bouncer will welcome you into a secret party. Then,
venture out to Edgewood Avenue for more fun.
El Bar
El Bar is a '”hidden bar,” similar to what you’d find in New York’s meat packing district or
Berlin’s Neukölln. Hip-hop and disco is supreme here and people like to really get out and
dance. Speaker Fox (Speakerfoxxx) is the bar’s resident DJ, one of the most sought-after in
Atlanta. Enjoy a beer and a cocktail here at good prices and dance your heart out.
Sister Louisa’s Church
Edgewood Avenue is considered a hot spot for nightlife (it’s more vibrant at night rather
than during daytime). Personality-filled bars and restaurants line the street. The bizarre
artwork, dark humor and kitschy ornaments fill the space at Sister Louisa’s. If you want to
meet a young hipster in Atlanta, Sister Louisa’s Church of the Living Room & Ping Pong
Emporium is your place. In particular, it’s interesting to play Ping-Pong or hang by the Juke
box – everyone is laid-back and fun in this local Atlanta hang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