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일정: 올랜도에서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까지  
 

플로리다 중부의 편리한 위치에 자리한 올랜도는 유명 테마파크를 

비롯하여 신나는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마법의 도시를 

벗어나면 햇살 가득한 주(Sunshine State)라는 애칭답게 환상의 해변, 

아름다운 주립 및 국립 공원, 세계적 수준의 문화를 보유한 세련된 

도시가 나타납니다. 

 

 

올랜도 지역 
추천: 4~6일 
 

 

12곳이 넘는 테마파크가 있는 올랜도 지역은 이미 따로 소개가 필요없을 만큼 

유명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월트 디즈니 월드(Walt Disney World)의 

매직 킹덤(Magic Kingdom), 에프코트(Epcot)와 애니멀 킹덤(Animal Kingdom) 그리고 

유니버설 올랜도(Universal Orlando)의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와 

아일랜즈 오브 어드벤처(Islands of Adventure)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월드(SeaWorld)의 시월드 올랜도(SeaWorld Orlando), 아쿠아티카 올랜도(Aquatica 

Orlando)와 디스커버리 코브(Discovery Cove)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로 짜릿한 놀이기구와 쇼를 즐기고 동화 속 캐릭터도 

만나보세요.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근처 

키시미(Kissimmee)의 올드 타운에서는 옛날식 카니발 놀이기구, 엔터테인먼트와 상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랜도 남서쪽으로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윈터 헤이븐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더 좋아하는 레고랜드(LEGOLAND)가 있습니다. 주요 명소를 다 둘러보셨다면 

이제 쇼핑을 즐겨 보세요. 고급 브랜드 할인점이 모인 올랜도 인터내셔널 프리미엄 

아웃렛(Orlando International Premium Outlets), 고급 패션 몰인 밀레니아 몰(The Mall 

at Millenia)과 인터내셔널 드라이브(International Drive, I-Drive)를 따라 늘어선 

기념품점을 방문해 보세요. 많은 레스토랑이 즐비한 ‘I-드라이브(I-Drive)’에서는 

미니 골프, 고카트 트랙, 헬리콥터 투어 등의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탬파 만  
추천: 2~3일 
 



올랜도 서쪽 약 90분 거리에 있는 탬파는 동물 관찰 지역과 짜릿한 놀이기구를 갖춘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부치 가든(Busch Gardens)이 있는 곳입니다. 

탬파에서는 거대한 거북이, 아프리카 펭귄, 플로리다 퓨마, 아시아 코끼리 등 다양한 

동물들을 보유한 수상 경력의 로리 동물원(Lowry Park Zoo)을 꼭 방문해 보세요. 마을 

반대편의 플로리다 수족관(Florida Aquarium)에서는 산호초를 보고 상어와 함께 수영도 

하고(방문 전 예약 필수) 돌고래 관찰 크루즈 투어에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의 

유서 깊은 이보 시티 지역은 한때 탬파 라틴계의 삶의 중심지이자 쿠바와 스페인의 

시가 공장이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식도락과 밤 문화로 활기 넘치는 

여행지입니다. 여기선  손으로 시가를 마는 풍경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포트마이어스와 새니벨 해변 

추천: 3~4일 
 

I-75 고속도로를 타고 탬파 남쪽으로 약 2시간 반을 달리면 포트마이어스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친구로 알려진 두 명의 유명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과 

헨리 포드(Henry Ford)가 겨울을 보낸 두 인접 자택인 유서 깊은 에디슨 앤 포드 윈터 

사유지(Edison and Ford Winter Estates)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택, 환상적인 박물관, 

연구소와 약 84,983m²에 달하는 식물원을 둘러보세요. 역사 투어가 끝났다면 이제 

플로리다 주 멕시코 만(Gulf Coast)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변을 구경할 차례입니다. 

해변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스포츠를 즐기시려면 포트마이어스 비치(Fort Myers 

Beach)에 머물러 보세요. 한적하고 눈부신 백사장을 구경하려면 예쁜 조가비가 지천에 

널린 평행사도인 새니벨(Sanibel)과 캡티바(Captiva)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따뜻해 수영하기에 좋고, 잘 포장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레스토랑과 상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니벨의 J.N. ‘딩’ 달링 국립 야생생물 

보호구역(J.N. ‘Ding’ Darling National Wildlife Refuge)에서는 카약을 타면서 악어와 

토종 물새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이플스 근교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추천: 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Everglades National Park)은 세계 

유일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늪지가 아니라 ‘풀의 강’과 같아서 



수줍음 많은 아메리카 악어, 플로리다 퓨마를 비롯한 수많은 희귀 및 멸종위기 종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약이나 카누 투어에 참가하거나 ‘늪지 하이킹’으로 

습지대를 누비면서 경엽수림 사이로 악어, 바다소, 흰꼬리사슴과 350여 종의 조류를 

찾아보세요 일부 공원 액티비티는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으니 유의하세요. 네이플스 동쪽 걸프 

코스트 방문자 센터(Gulf Coast Visitor Center)로 진입하는 경우, 에버글레이즈 시티나 

네이플스에서 숙박시설과 해산물 레스토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스테드의 

어니스트 코 방문자 센터(Ernest Coe Visitor Center)로 진입하는 경우는 홈스테드, 

플로리다 시티 또는 마이애미의 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의 

공식 경계 외곽에 있는 장비점에서는 에어보트 투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추천: 2~4일 
 

에버글레이즈의 동쪽 경계를 넘어서면 라틴 느낌이 물씬 나는 활기찬 대도시 

마이애미가 나타납니다. 리틀 하바나(Little Havana)에서는 전통 쿠바 요리를 맛보고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카페 콘 레체(cafe con leche)를 마시며 공원에서 

도미노 게임에 열중한 사람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멋진 사람들로 붐비는 유명한 

사우스 비치(South Beach)로 가서 아르데코 양식의 랜드마크도 보고 미국 최고의 밤 

문화도 즐겨 보세요. 마이애미의 해변은 빌 백스 케이프 플로리다 주립공원(Bill Baggs 

Cape Florida State Park)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원부터 온갖 시설과 

액티비티로 활기 넘치는 해변까지 다채롭습니다. 링컨 로드(Lincoln Road), 디자인 

지구(Design District)와 발 하버 샵(Bal Harbour Shops)은 명품 디자이너 부티크가 모인 

쇼핑의 천국이며 도랄의 돌핀 몰(Dolphin Mall)에서는 합리적 가격의 상품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카야 박물관 및 정원(Vizcaya Museum and Gardens), 윈우드 

월스(Wynwood Walls) 같은 박물관 그리고 페어차일드 열대 식물원(Fairchild Tropical 

Botanic Garden), 마이애미 비치 식물원(Miami Beach Botanical Garden) 같은 식물원도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는 GoUSA.or.kr 및 

thebrandusa.com/USAtripkit을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