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2박 3일의 여정
보스턴(Boston)의 풍부한 역사와 미국 독립전쟁에서의 결정적 역할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곳에 세계 
수준의 박물관과 수많은 대학이 있으며 쇼핑의 천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유명한 올드 노스 처치(Old 
North Church), 폴 리비어 하우스(Paul Revere House), 100여 개의 상점과 노점상 및 50여 개의 레스토랑, 
펍과 음식 가판대로 북적이는 퍼네일 홀 마켓플레이스(Faneuil Hall Marketplace) 등 16곳의 유적지를 지나는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 탐방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의 45만 점이 
넘는 작품을 감상하거나 과학 박물관(Museum of Science)의 놀라운 전시물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내보세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이나 니콜스 하우스 박물관(Nichols 
House Museum)은 좀 더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롱펠로 다리(Longfellow Bridge)로 찰스강(Charles River)을 
건너거나 ‘T(지하철)’를 타고 지역 주민들이 ‘광장의 도시(City of Squares)’라 부르는 케임브리지(Cambridge)
를 방문해 고급 레스토랑과 박물관, 특색 있는 쇼핑을 즐겨보세요. 케임브리지는 아이비 덩굴이 얽힌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로 
유명하며 투어를 통해 학교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백베이(Back Bay)의 복원된 갈색 사암 건물에 고급 
부티크들이 입점해 있는 뉴베리 스트리트(Newbury Street)와 명품 브랜드 매장이 가득한 2층짜리 쇼핑 몰 

유명 도시와 볼거리들
매사추세츠주 – 뉴욕주 – 펜실베이니아주 – 컬럼비아 특별구  

보스턴의 퍼블릭 가든

암트랙(Amtrak)에 올라 다양하고 풍부한 배경을 가진 동부 해안 4대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발견해보세요. 
현지인들이 즐겨찾는 인근 명소와 숨겨진 비밀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뉴욕시의 타임스 스퀘어

코플리 플레이스(Copley Place)에서 쇼핑을 즐겨보세요. 사우디(Southie)로 알려진 보스턴 남부(South 
Boston)는 성 패트릭의 날 퍼레이드(St. Patrick’s Day Parade)로 유명하고 사우스 보스턴 부둣가(South 
Boston Waterfront)는 각종 레스토랑과 크루즈 투어가 있는 씨포트 지구(Seaport District)로 부상했습니다. 
보스턴 중심의 워터프론트 앤 하버 워크(Waterfront and Harbor Walk)는 수많은 시민을 연결해주며 해안 
곳곳에서 놀라운 바다 전망과 고급 음식을 골라서 맛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4~10월 시즌 열리는 
보스턴 레드 삭스(Boston Red Sox)의 야구 경기를 안 볼 수 없죠. 그다음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메이저리그 
야구장인 펜웨이 파크(Fenway Park) 투어도 꼭 해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보스턴 코먼(Boston Common)을 
산책하고 퍼블릭 가든(Public Garden)에서 유명한 백조 보트도 타보세요. 숙박 시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뉴욕주 뉴욕
3박 4일의 여정
나흘간 뉴욕시(New York City)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먼저 브로드웨이에서 
쇼를 봅니다. 여행 전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의 TKTS 부스에서 당일 티켓을 
반값에 살 수 있는 행운을 노려보세요. 큰 규모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과 
자그마한 프릭 컬렉션(The Frick Collection) 또는 모건 도서관 및 박물관(Morgan Library and Museum)에서 
다채로운 문화 생활을 즐겨보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 실외 전망대 또는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의 탑 오브 더 록(Top of the Rock)에서 미드타운 맨해튼(Midtown Manhattan)
의 360도 전망을 감상해도 좋습니다. 원 월드 전망대(One World Observatory) 100층에 올라 항구와 도시 
전체의 전망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욕시 다섯 개 자치구의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퀸즈
(Queens)의 아스토리아(Astoria)에서는 그리스 음식을, 맨해튼(Manhattan) 차이나타운(Chinatown)에서는 
딤섬을, 그리고 브루클린(Brooklyn)의 브라이턴 해변(Brighton Beach)에서는 푸짐한 러시아 음식을 보드워크 
산책로를 따라가며 모두 즐겨보세요. 맛있는 피자를 찾고 있다면 스태튼섬(Staten Island)으로 가는 무료 페리를 
타고 엘리스섬(Ellis Island)과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의 환상적인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브롱크스
(Bronx)는 브롱크스 동물원(Bronx Zoo)과 뉴욕 식물원(New York Botanical Gardens)으로 유명하지만 
아서 애비뉴(Arthur Avenue)와 이스트 187번가(East 187th Street) 사이에 있는 리틀 이탈리아(Little Italy)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2박 3일의 여정
필라델피아(Philadelphia)는 유명한 LOVE 조형물, 미술관의 로키 스텝스(Rocky Steps),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등 상징물의 도시입니다. 자유의 종(Liberty Bell) 그리고 헌법과 미국 독립 선언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독립기념관(Independence Hall)이 있는 독립국립역사공원(Independence National Historic Park)을 
방문해보세요. 필라델피아는 헌법 센터(Constitution Center)를 비롯해 박물관과 예술 및 역사적 명소가 풍부한 
곳입니다. 벤 프랭클린 박물관(Ben Franklin Museum)에 들러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of the 
USA)에 대해 알아보고, 반즈 재단 미술관(Barnes Foundation)에서 명작을 감상한 후 아름다운 롱우드 식물원
(Longwood Gardens)이나 페어마운트 공원(Fairmount Park)에서 자연과 호흡해보세요. 필라델피아 올드 
시티(Old City) 지구의 오래된 자갈길을 따라 상점, 미술관, 레스토랑과 펍이 늘어서 있습니다. 반즈 재단(Barnes 

의 카페와 레스토랑도 좋습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브롱크스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
나 퀸즈(Queens)에서 열리는 메츠(Mets) 야구 경기를 관람해보세요. 플러싱 메도스-코로나 공원(Flushing 
Meadows-Corona Park)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Billy Jean King National Tennis Center)에서는 
U.S. 오픈 테니스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가든(The Garden)’이라 부르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Madison Square Garden)에서 열리는 뉴욕 닉스(New York Knicks)의 농구 경기와 뉴욕 레인저스(New York 
Rangers)의 하키 경기 또는 주요 콘서트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입니다. 바클레이즈 아레나(Barclays Arena)
에서는 뉴욕 아일랜더스(New York Islander) 하키 경기 또는 브루클린 네츠(Brooklyn Nets)의 농구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를 좋아한다면 뉴욕시만큼 좋은 관광지도 없습니다. 브루클린 브리지(Brooklyn Bridge)
를 건너 시프메도(Sheep Meadow)에서 한가로이 쉬고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거나 
스트로베리 필즈(Strawberry Fields)를 방문해보세요. 10번 애비뉴(10th Avenue)와 12번 애비뉴(12th 
Avenue) 사이의 예전 철길를 따라 갠스부르가(Gansevoort Street)부터 34번가(34th Street)까지 펼쳐지는 
맨해튼의 하이 라인(High Line)도 꼭 들러보세요. 숙박 시설: 뉴욕주 뉴욕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VisitTheUSA.com을 방문해보세요.

워싱턴 D.C. 내셔널 몰의 링컨 기념관

워싱턴 D.C.
3박 4일의 여정
워싱턴 D.C.(Washington, D.C.)에는 볼거리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꼭 들러야 할 곳이 바로 내셔널 몰(National 
Mall)입니다.  이 국립공원에는 워싱턴 기념탑(Washington Monument),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미국 국회의사당(U.S. Capitol)을 비롯한 다양한 명소가 있습니다. 가까운 조폐국(U.S.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과 스미소니언 국립 미국사 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에서 
지폐와 미국 태동의 역사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북부에 자리한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로 가서 
활기 넘치는 상점과 카페에서 점심도 먹고 사람 구경도 해보세요. 조지타운(Georgetown)에서는 수상 택시를 
타고 포토맥강(Potomac River)을 건너 올드 타운 알렉산드리아(Old Town Alexandria)로 가면 18세기와 19
세기의 모습을 간직한 매력적인 역사 지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Virginia)의 알링턴(Arlington)도 
추천합니다. 이곳의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는 한때 남부 연합 장군 로버트 E.리(Confederate Gen. 
Robert E. Lee)가 지냈던 곳이자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셔널 하버(National Harbor)에는 아름다운 해안과 정박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워싱턴 내셔널스
(Washington Nationals)의 홈구장으로 포토맥강에서 국립공원을 따라 새롭게 조성된 사우스웨스트 워터프론트
(Southwest Waterfront)도 잊지 말고 방문해보세요. 숙박 시설: 워싱턴 D.C.

Foundation)에서 르누아르(Renoir), 세잔(Cézanne), 피카소(Picasso)의 명화를 감상해도 좋고,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에서 24만 점이 넘는 컬렉션에 압도되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리튼하우스 광장(Rittenhouse Square) 야외에서 식사를 하며 여유롭게 주변을 감상해 보세요. 레스토랑이 
입점한 킹 오브 프러시아 몰(King of Prussia Mall)도 있답니다. 활기찬 필라델피아 전역의 여러 레스토랑, 푸드 
마켓과 수제 맥주 양조장을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다 보면 일주일도 모자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파머스 
마켓인 리딩 터미널 마켓(Reading Terminal Market)은 도시 최고의 인기 명소이기도 합니다. 숙박 시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