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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으로 즐기는 미국 여행
설레는 쇼핑과 함께 미국 최고의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뉴욕시의 플래그십 스토어부터 마이애미 비치의 부티크와 
네온사 인이 화려한 라스베이거스까지, 선택이 폭이 넓은 
놀라운 쇼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웃렛의 할인가 상품, 
디자이너 브 랜드의 오트 쿠튀르는 물론 지역 전문 매장의 
특별한 아이템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물론, 흥미진진한 

각 도시의 유명 관 광지와 명소를 둘러볼 충분한 시간도 
빼놓을 순 없겠지요. 그렇다면 미국 10개 주의 최고 쇼핑 
스팟에서 여정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뉴저지주 케이프 메이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스코츠데일
1일 차

태양이 내리쬐는 소노라 사막(Sonoran Desert)에선 산맥과 골짜기가 그려낸 
경외할 만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스코츠데일 남부에서 챈들러 
방면으로 차량을 이용해 25분가량 이동해볼까요? 피닉스 프리미엄 아웃렛
(Phoenix Premium Outlets)에서는 퓨마 아웃렛(Puma Outlet), 리복 아웃렛
(Reebok Outlet), 삭스 오프 피프스(Saks Off 5th) 언더 아머(Under Armour),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Nike Factory Store), 갭 팩토리 (Gap Factory), 컨버스
(Converse), 아르마니 익스체인지(Armani Exchange) 등의 90개가 넘는 브랜드 
매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와일드 호스 패스 호텔 & 카지노(Wild Horse 
Pass Hotel & Casino)에서 게임과 함께 즐겨보세요. 북쪽으로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템피에는 디즈니 스토어 아웃렛(Disney Store Outlet), H&M,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 짐보리(Gymboree), 크록스(Crocs) 등, 185개 
이상의 매장을 찾아볼 수 있는 애리조나 밀스(Arizona Mills)가 있습니다. 피닉스/
스코츠데일로 돌아온 다음 취향에 따라 스파에서의 휴식, 간단한 골프 라운딩 또는 
마운틴 하이킹으로 저녁 식사 전의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2일 차

오늘은 가까운 주변에서 여유로운 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애플 스토어
(Apple Store), 윌리엄 소노마(Williams- Sonoma), 세포라, 삭스 피프스 애비뉴
(Saks Fifth Avenue), 메이시스(Macy’s), 조 말론(Jo Malone), 맥 코스메틱스
(MAC Cosmetics), 록시땅(L’Occitane en Provence)과 같은 최고급 매장이 
입점한 빌트모어 패션 파크(Biltmore Fashion Park)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쇼핑 후에는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California 
Pizza Kitchen), 진버거 와인 & 버거 바(Zinburger Wine & Burger Bar), 
치즈케이크 팩토리(The Cheesecake Factory) 등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원하는 
점심을 골라보세요. 동쪽 방면으로 약 15분을 운전해 스코츠데일 패션 스퀘어
(Scottsdale Fashion Square)를 찾으면 카르티에(Cartier), 프라다(Prada),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불가리(Bulgari), 아베다(Aveda), 
캐롤리나 헤레라(Carolina Herrera), 데이비드 율만(David Yurman), 루이비통
(Louis Vuitton), 티파니 (Tiffany & Co.),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와 같은 
최고급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쇼핑이 끝난 후에는 올드 타운 스코츠데일
(Old Town Scottsdale) 거리를 거닐거나 인기 만점 트롤리를 타고 지친 발을 
달래주세요. 부티크와 갤러리를 방문한 다음 현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맛보는 건 어떨까요? 부틀레거스 모던 아메리칸 스모크하우스(Bootleggers 
Modern American Smokehouse), 러스티 스퍼 살룬(Rusty Spur Saloon), 
논나 어번 이터리(Nonna Urban Eatery) 등의 현지 레스토랑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일 차
사우스 베이(South Bay) 최고급 쇼핑지 중 하나인 토런스의 델 아모 패션 센터(Del Amo 
Fashion Center)에서 럭 셔리 아이템 쇼핑으로 아침을 열며 도시의 화려함을 즐겨보세요. 
자연 채광에서 빛나는 현대 건축물과 야자수에서 LA 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휴고 
보스(Hugo Boss), 노드스트롬(Nordstrom), 메이시스(Macy’s), 시어 스(Sears), 아디다스
(Adidas),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 딕스 스포팅 구즈(Dick’s Sporting 
Goods), 자라(Zara), 디즈니 스토어(Disney Store), 리바이스(Levi Strauss & Co) 등, 
200개가 넘는 세 개 층의 매장에서 원하던 제품을 찾아볼까요? 아웃도어 빌리지(Outdoor 
Village)에서 잠시 쇼핑을 멈추고 브리오 코스탈 바 & 키친 (Brio Coastal Bar & Kitchen), 
버펄로 와일드 윙스(Buffalo Wild Wings), 루실스 스모크하우스 바비큐(Lucille’s 
Smokehouse Bar-B-Que), 피에프창(P.F.Chang’s) 또는 팝코노폴리스(Popcornopolis)
에서 허기를 채워보세요. 오후엔 디즈니랜드(Disneyland)로 유명한 애너하임을 찾아 아웃렛 

앳 오렌지(The Outlets at Orange) 야외 쇼 핑몰에서 할인 상품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포스테일(Aeropostale), 크록스(Crocs), 니만 마커스 라스트 콜 (Neiman Marcus 
Last Call), 노드스트롬 랙(Nordstrom Rack), 올드 네이비 아웃렛(Old Navy Outlet), 
퓨마 아 웃렛(Puma Outlet),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등, 120개 이상의 아웃렛 매장을 
만나보세요. 카페 투투 탱고(Café Tu Tu Tango)에선 다양한 플레이버를 자랑하는 타파스를 
맛보며 아티스트의 작업 현장과 작품 판매 현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버펄로 와일드 
윙스와 자니 로켓(Johnny Rockets)에서는 미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지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의상을 찾고 있다면 가까운 다운타운 디즈니 지구(Downtown Disney 
District)의 디즈니 드 레스샵(The Disney Dress Shop)을 방문하세요. 여러 부티크를 찾고 
칵테일 한 잔의 여유도 즐기며 저녁까지 머무 는 건 어떨까요? 간단하고 빠른 메뉴부터 고급 
다이닝까지 선택의 폭은 다양하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타모니카 퍼시픽 파크



2일 차

오늘은 놓치지 말고 스타의 거리, 베벌리 힐스와 로데오 드라이브(Rodeo Drive)에서 오트 
쿠튀르 수준의 명품 디자이너 매장을 둘러보세요. 아이 쇼핑도 좋습니다. 이곳에선 발렌시아가
(Balenciaga), 디올(Dior), 펜디(Fendi), 프라다(Prada), 롤렉스(Rolex), 루이비통(Louis 
Vuitton), 지미 추(Jimmy Choo) 등의 부티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보너스로 
셀레브리티를 마주칠 수도 있지요. 베벌리 힐스를 찾는 사람이라면 디젤(Diesel), 프라다, 돌체 & 
가바나(Dolce & Gabbana), 폴로 랄프 로렌(Polo Ralph Lauren), 구찌(Gucci), 스티브 매든
(Steve Madden),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코치(Coach) 등의 세련된 매장이 입점한 
베벌리 센터(Beverly Center)를 잊지 않고 방문한답니다. 에그슬럿 (Eggslut), 팜하우스
(Farmhouse), 야드버드 서던 테이블 앤 바(Yardbird Southern Table & Bar), 캘 메어(Cal 
Mare) 같은 유명 셰프 레스토랑에서 미각에 즐거움도 더할 수 있습니다. 잠시 쇼핑을 멈추고 
유명 영화배우들의 저택을 소개하는 가이드 투어 여정에 오르는 건 어떨까요? 픽업은 편리하게 
베벌리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벌리 힐스에서의 하루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집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더 팜 오브 베벌리 힐스(The Farm of Beverly Hills)에서, 트렌디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스파고(Spago)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겨보세요.
3일 차

오늘은 할리우드의 모든 것에 빠져보세요. 쇼핑은 럭키 브랜드(Lucky Brand), PINK,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 맥 코스메틱스(MAC Cosmetics)과 같은 매장이 입점한 할리우드 
& 하이랜드(Hollywood & Highland) 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되는 
돌비 극장(Dolby Theatre) 투어에 참여하거나 할리우드 불러바드 (Hollywood Boulevard)
를 거닐며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Hollywood Walk of Fame)와 구라우맨즈 차이니즈 극장 
(Grauman’s Chinese Theatre)을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샌타모니카 불러바드(Santa 
Monica Boulevard) 를 따라 최근 10억 달러의 투자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웨스트필드 
센추리 시티(Westfield Century City) 를 방문해보세요. 200개가 넘는 매장에서 애플 스토어
(Apple Store), 아마존 북스(Amazon Books), 보노보스 (Bonobos), 조 말론(Jo Malone), 
아베크롬비 앤 피치(Abercrombie and Fitch), 존 하디(John Hardy), 테드 베이커 (Ted 
Baker), 제이크루(J.Crew),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Microsoft Store) 등의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탤리 (Eataly)는 물론 셱셱(Shake Shack), 팁시 카우(Tipsy Cow), 빅 피시 
리틀 피시(Big Fish Little Fish)와 같은 유명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놓치지 마세요. 야외 
아트리움(Atrium) 공간에서는 콘서트, 브로드웨이(Broadway) 공연 및 기타 이벤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로 서쪽 태평양 방향을 향하면 바니스 뉴욕(Barneys New York), 케이트 
스페이드 뉴욕(Kate Spade New York), 티파니(Tiffany & Co.),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 디즈니 스토어(Disney Store), 나이키(Nike)가 세 개 층에 입점해있는 
샌타모니카 플레이스(Santa Monica Place)가 나옵니다. 쇼핑에서 한숨 돌리고 싶다면 
샌타모니카 피어(Santa Monica Pier)를 찾아 유서 깊은 루프 히포드롬(Looff Hippodrome) 
회전목마를 타거나 샌타모니카 피어 아쿠아리움(Santa Monica Pier Aquarium)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샌타모니카엔 많은 레스토랑이 있지만, 특히 빅 딘스 오션 프런트 카페(Big 
Dean’s Ocean Front Café)는 느긋한 바다 분위기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왔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선호하시면 워터 그릴(Water Grill)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베벌리 힐스 로데오 드라이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1일 차
샌디에이고에서 남쪽으로 20분가량 잠시 차를 몰고 이동하면 산 이시드로(San 
Ysidro)의 라스 아메리카스 프리미엄 아웃렛(Las Americas Premium Outlets)
에 도착합니다. 콜한(Cole Haan), 디즈니 스토어 아웃렛(Disney Store Outlet), 
아르마니 아웃렛(Armani Outlet), 디젤(Diesel), 라코스테(Lacoste),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Nike Factory Store), 리바이스(Levi Strauss & Co.), 리복(Reebok)
과 같은 브랜드 아웃렛 매장에서 쇼핑을 할인 가격으로 즐겨보세요. 북부로 돌아와 
미션 밸리(Mission Valley) 지역에선 야외형 고급 쇼핑몰, 패션 밸리(Fashion 
Valley)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휴고 보스(Hugo Boss), 에르메네질도 제냐

(Ermenegildo Zegna), 펜디(Fendi), 프라다(Prada), 로베르토 카발리(Roberto 
Cavalli), 에르메스(Hermes), 발렌티노(Valentino) 등의 디자이너 제품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유명 레스토랑, 유흥 문화는 물론 특별 이벤트까지 찾아볼 
수 있는 유서 깊은 샌디에이고 다운타운 구역, 개스램프 쿼터(Gaslamp Quarter)
를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전통 이탈리아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데 메디치 쿠치나 
이탈리아나 (de’Medici Cucina Italiana)의 테라스에 앉아 개스램프의 분위기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샌디에이고 개스램프 쿼터



2일 차

5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달리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Pacific Coast Highway)로 갈아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한 편의 그림 같은 휴양지, 칼즈배드에 도착합니다. 
ASICS, 치코스(Chico’s), 베이비 갭(babyGap), DKNY, 컨버스
(Converse), 오시코시 비고시(OshKosh B’gosh), 리복, 
케이트 스페이드 뉴욕(Kate Spade New York), 투미 (Tumi) 
등의 브랜드가 입점한 칼즈배드 프리미엄 아웃렛(Carlsbad 
Premium Outlets)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보세요. 칼즈배드 
빌리지(Carlsbad Village)에서 태평양 전망을 감상하며 잠시간의 
휴식과 함께 즐기는 점심 식사도 없이 이 지역을 떠날 순 없겠죠. 
현지 맛집으로는 보드 & 브루(Board & Brew)와 캠프파이어
(Campfire)가 유명합니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따라 
남쪽으로 돌아와 I-5를 타고 이동하면 아름다운 토리 파인즈 
주립 보호구역(Torrey Pines State Reserve)을 지나 라 호야
(La Jolla) 해안 리조트 타운 근처의 웨스트필드 UTC(Westfield 
UTC)에 도착합니다. 이 야외형 고급 쇼핑몰은 애플(Apple), 투미, 
윌리엄 소노마(Williams-Sonoma), 자라(Zara), 노드스트롬
(Nordstrom), 보노보스(Bonobos)와 같은 매장과 디자이너 
브랜드가 특징입니다. 혹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고 싶으신가요? 
쇼핑몰의 실내 링크를 이용해보세요. 간단한 식사는 셱셱(Shake 
Shack), 비비고(Bibigo), 크래프트 피자 컴퍼니(Craft Pizza 
Company)나 시즌스 52(Seasons 52)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샌디에이고로 돌아가기 전, 태평양을 감상할 수 있는 라 
호야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지역에선 
전망이 아름다운 해변 오두막에 자리 잡은 브록턴 빌라 레스토랑
(Brockton Villa Restaurant)이 유명합니다.

3일 차

오늘은 먼 이동 없이 샌디에이고 베이(San Diego Bay)
를 따라 시포트 빌리지(Seaport Village)를 방문해 쇼핑을 
즐겨보세요. 50개가 넘는 부티크와 갤러리에서 특별 아이템을 
찾고, 베이프런트를 따라 걸은 후, 20개에 달하는 레스토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점심을 먹으며 바다 전망을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오후에는 쇼핑에서 벗어나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샌디에이고 동물원(San Diego Zoo)에서 
바깥 공기를 마음껏 들이쉬세요. 저녁엔 워터프런트로 돌아와 
만과 코로나도 브리지(Coronado Bridge) 경관으로 유명한 2급 
해산물 레스토랑, 탑 오브 더 마켓 (Top of the Market)에서의 
식사를 추천합니다. 야외 테이블 요청을 잊지 마세요.샌디에이고 라호야 수중 공원과 생태 보호구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1일 차
샌프란시스코의 중심부에서 관광과 식사, 갤러리 방문까지 마쳤다면 케이블카 근처의 유니언 스퀘어(Union 
Square) 에서 쇼핑으로 오전 시간을 채워 보세요. 나이키타운(Niketown), 삭스 피프스 애비뉴(Saks Fifth 
Avenue), 검프스 (Gump’s), 윌리엄 소노마(Williams Sonoma), 구찌(Gucci) 같은 고급 매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점심과 함께 유니언 스퀘어의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하려면 메이시스(Macy’s) 가장 위층에 있는 허버트 켈러스 버거 
바(Hubert Keller’s Burger Bar)나 스테인드글라스 돔 아래에서 샴페인을 즐길 수 있는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의 로툰다(Rotunda) 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파월 스트리트(Powell Street)를 따라 잠시 걷다 
보면 32ｍ 길이의 강철 유리 돔이 인상적 인 아트리움 아래 170개 매장이 입점한 웨스트필드 샌프란시스코 센터
(Westfield San Francisco Centre)에 도착합니 다. 블루밍데일스(Bloomingdale’s)의 웨스트 코스트 플래그십 
스토어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노드 스트롬(Nordstrom)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쇼핑몰 바깥에서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로 향하는 케이블카 를 타면 노브 힐(Nob Hill), 롬바드 스트리트(Lombard 
Street), 앨커트래즈(Alcatraz)와 같은 유명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피셔맨스 워프에 도착하면 유명한 
기라델리(Ghirardelli) 초콜릿 샵으로 유명한 기라델리 스퀘어(Ghirardelli Square)에서 부티크 쇼핑을 즐긴 후, 
현지 맛집, 스모카스 레스토랑(Scoma’s Restaurant)을 찾아 저녁과 함께 아름다 운 만 전망을 즐겨보세요. 호텔로 
돌아가기 전, 부에나 비스타 카페(Buena Vista Café)에서 아이리시 커피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2일 차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Pacific Coast Highway)를 타고 차량으로 약 45분을 남쪽으로 
이동하면 하프 문 베이(Half Moon Bay)에 도착합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쉬어갈 경우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망의 드라이브 코스를 지나 팰로 알토 방면으로 30분가량 동쪽으로 이동하면 베이 지역의 
쇼핑몰 투어가 시작됩니다. 휴고 보스(Hugo Boss), 카르티에(Cartier), 에르메네질도 제냐(Ermenegildo 
Zegna), 에르메스(Hermes), 니만 마커스, 루이비통(Louis Vuitton), 티파니(Tiffany & Co.),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애플(Apple) 등의 매장을 찾을 수 있는 야외형 고급 쇼핑몰 스탠퍼드 쇼핑센터(Stanford Shopping 
Center)에서 쇼핑을 시작해보세요. 계속해 베이 지역에서 밀피타스 방면으로 20분 정도를 차량으로 이동하면 
200개가 넘는 아웃렛 매장이 입점한 그레이트 몰 (Great Mall)에 도착합니다 아르마니 익스체인지(Armani 
Exchange),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아베크롬비 & 피치 (Abercrombie & Fitch), 컨버스(Converse), 
DKNY, 크록스(Crocs), 올드 네이비(Old Navy), 짐보리(Gymboree),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Nike Factory 
Store)의 할인 상품을 놓치지 마세요. 수많은 레스토랑 중에서 마음에 드는 메뉴를 골라 점심을 챙긴 다음 계속해서 
북쪽으로 약 30분을 이동하면 다음 목적지인 플레젠튼의 스톤리지 쇼핑센터 (Stoneridge Shopping Center)
에 도착합니다.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제이씨 페니(J.C. Penney Co.) 및 시어스 (Sears)가 주요 브랜드인 이 
쇼핑몰에서는 애플, 아베크롬비 & 피치, 더 칠드런스 플레이스(The Children’s Place), 아베다(Aveda). 더 레고 
스토어(The Lego Store), 포터리 반(Pottery Barn), 키엘(Kiehl’s), 자라(Zara) 등, 160개 매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서쪽으로 한 시간가량 이어지는 여정에선 잊을 수 없는 도시 전망의 베이 브리지
(Bay Bridge), 금문교(Golden Gate Bridge)와 앨커트래즈 섬(Alcatraz Island) 전경을 꼭 감상해보세요. 저녁 
식사는 유니언 스퀘어가 어떨까요? 고급스러운 메뉴를 선호하시면 훌륭한 해산물로 유명한 패럴론(Farallon) 을 
추천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저녁 식사는 스칼라스 비스트로(Scala’s Bistro)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메뉴를 
시도해보세요.

샌프란시스코 페인티드 레이디스



3일 차
일찍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금문교를 건너 약 30분간 이동하면 항구 마을, 
소살리토에 도착합니다. 지중해식 건축물, 아트 갤러리, 부티크, 레스토랑은 물론 
샌프란시스코 베이(San Francisco Bay)를 내려다보며 아침을 즐기기에 제격인 
개성 넘치는 곳이지요. 그다음 북쪽으로 약 75분을 이동하여 나파 밸리(Napa 
Valley)에 도착하면 나파 프리미엄 아웃렛 (Napa Premium Outlets)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 아디다스(Adidas), 나이키 
팩토리 아웃렛, 리바이스(Levi Strass & Co.), 게스(Guess), 짐보리 같은 유명 
매장에서 할인 상품을 찾아보세요. 오후 시간엔 나파 밸리의 유명 와이너리를 찾아 

와인 테이스팅과 함께 환상적인 점심을 즐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도메인 카네로스 
(Domaine Carneros)가 클래식 스파클링 와인과 페어링한 연어와 캐비어 테이스팅 
메뉴로 유명하다면 브이 사투이 와이너리(V. Sattui Winery)에서 경험하는 투어와 
와인 테이스팅도 빼놓을 수 없답니다. 아티잔 델리(Artisan Deli) 에 들러 와인, 치즈, 
고기를 사 들고 피크닉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것도 좋겠지요. 아름다운 도시에서 
즐기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놓치지 않으려면 너무 늦지 않게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야 합니다. 워터바(Waterbar)에서 베이 브리지를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1일 차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몰(Miami International Mall)에서 메이시스(Macy’s), 
시어스(Sears), H&M, 갭(Gap), 디즈니 스토어(Disney Store), 짐보리
(Gymboree), 선글라스 헛(Sunglass Hut) 등의 140개 매장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 쇼핑몰은 비제이스 레스토랑 & 브루하우스(BJ’s Restaurant 
& Brewhouse), 더 나이프 앤 라이즈 파이즈(The Knife and Rise Pies)와 같은 
다양한 다이닝 옵션도 제공합니다. 아니면 마이애미 비치(Miami Beach) 로 향해 
스파에서의 휴식, 선탠 및 해변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거나 수영장에서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사우스 비치(South Beach)에 머물며 
오션 드라이브(Ocean Drive)에서 원하는 유명 레스토랑을 골라보세요. 어떤 
입맛도 만족시킬 감각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 피시 콜드 아발론(A 
Fish Called Avalon)에선 환상적인 현지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에밀리오 
에스테번(Emilio Estefan)과 글로리아 에스테번(Gloria Estefan)이 운영하는 
라리오스 온 더 비치(Lario’s on the Beach)는 기발한 정통 쿠바 요리를 
제공합니다. 스테이크가 당기는 날이라면 콜린스(Collins) 애비뉴와 15번가에 
위치한 퀄리티 미츠(Quality Meats)를 찾아보세요.

2일 차
비스캐인 불러바드(Biscayne Boulevard)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켄달(Kendall)
에 위치한 더 폴스(The Falls) 쇼핑몰에서 블루밍데일스(Bloomingdale’s), 
애플(Apple), 메이시스, 아베크롬비 & 피치(Abercrombie & Fitch), 저스티스
(Justice), 짐보리, 럭키 브랜드(Lucky Brand),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와 
같은 친숙한 브랜드와 함께 100개 이상의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출출하시죠? 이 
야외형 쇼핑몰에선 브리오 투스칸 그릴(Brio Tuscan Grille)의 이탈리아 요리와 
피에프창(P.F.Chang’s)의 중국 요리는 물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메리칸 걸 
비스트로(American Girl Bistro)까지 취향에 맞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차를 몰고 북쪽으로 이동하여 찾을 수 있는 데이드랜드 몰(Dadeland 
Mall)은 어번 아웃피터스(Urban Outfitter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테슬라(Tesla) 와 같은 세련된 최첨단 매장이 자리한 신규 패션관을 포함하여 
185개가 넘는 매장과 레스토랑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녹음이 인상적인 거리를 
따라 고급 스페셜티 매장, 부티크, 아트 갤러리와 레스토랑이 이어진 미라클 마일 
앤 다운타운 코럴 게이블스(Miracle Mile and Downtown Coral Gables)에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플로리다주 남부에서 꼭 방문해야 할 장소 중 하나랍니다. 
먹을거리로는 맛있는 피시앤칩스가 유명한 더 세븐 다이얼즈(The Seven Dials), 
미라클 마일에서 바로 이어지는 플로모 테킬라 앤 타코 바(Plomo Tequila and 
Taco Bar)가 소개하는 65가지 이상의 테킬라, 스페인 타파스와 샹그리아를 즐길 
수 있는 불라 개스트로바(Bulla Gastrobar)를 기억하세요.오션 드라이브



3일 차
에버글레이즈(Everglades)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포트로더데일 서부의 선라이즈
(Sunrise)로에 있는 소그래스 밀스 (Sawgrass Mills)를 방문해보세요. 미국 
최대 규모의 아웃렛 중 하나로 35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한 이 쇼핑몰은 프라다
(Prada), 아디다스(Adidas), 데시구알(Desigual), 존 바바토스(John Varvatos), 
리복(Reebok), 빌브레퀸 (Vilebrequin), 베르사체(Versace), 오시코시 비고시
(OshKosh B’gosh), UGG,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BCBG 맥스 아즈리아
(BCBGMAXAZRIA)와 같은 트렌디 제품을 할인가에 판매합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는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California Pizza Kitchen), 치즈케이크 팩토리(The 
Cheesecake Factory), 자니 로켓(Johnny Rockets) 또는 피에프창(P.F.Chang’s)

에서 식사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쇼핑 아이템으로 가방이 가득 채우고 
나선 한 시간 거리의 마이애미로 돌아가 셀레브리티들이 즐겨 찾는 발 하버 샵(Bal 
Harbour Shops)의 열대 정원 속에 자리한 고급 부티크와 레스토랑도 둘러보세요. 
톰 포드(Tom Ford), 발렌티노(Valentino), 토리 버치(Tory Burch), 프라다,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캐롤리나 
헤레라(Carolina Herrera) 등의 유명 브랜드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마이애미 비치로 돌아가 링컨 로드(Lincoln Road)를 거닐며 갤러리, 부티크, 
브랜드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레스토랑, 실내/외 테라스 또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사우스 비치의 중심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생기도 체험해야겠죠?

마이애미 디자인 지구



일리노이주 시카고
1일 차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거니 밀스(Gurnee Mills)를 방문해보세요.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 쇼핑몰은 워키건행 기차로 90분간 이동한 다음 택시를 타고 25분 
정도 더 이동하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전하실 경우엔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큰 아웃렛 중 하나인 거니 밀스로 향하는 여정에서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미시간호
(Lake Michigan)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웃렛에 도착하면 타미 힐피거
(Tommy Hilfiger), 아베크롬비 & 피치(Abercrombie & Fitch), 시어스(Sears), 
나이키(Nike), 메이시스(Macy’s), H&M, 베이스 프로 샵(Bass Pro Shops),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 아디다스(Adidas), 크록스(Crocs) 등 200
개가 넘는 매장에서 쇼핑을 즐겨보세요. 식사는 버펄로 와일드 윙스 (Buffalo Wild 
Wings), 그레이트 스테이크 & 포테이토 컴퍼니(Great Steak & Potato Company), 

레인포레스트 카페 (Rainforest Café) 등의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시카고로 돌아간다면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골라 즐거운 오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거니 밀스 옆에 위치한 식스 플래그스 그레이트 아메리카
(Six Flags Great America)에서 놀이공원의 흥미진진한 놀이기구와 워터 파크, 
흥미로운 행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보다 차분한 오후를 원하신다면 쇼핑몰에서 
25분 거리에 있는 일리노이 비치 주립공원(Illinois Beach State Park)에서 해변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오면 라이브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먹을거리로 네이비 피어(Navy Pier)에서의 저녁 시간을 즐겨보세요. 하계 시즌의 
수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음악과 함께 솟아오르는 신나는 불꽃놀이도 놓치지 마세요!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



2일 차
시카고에 머물며 그 규모와 생동감에 감탄할만한 노스 미시간 
애비뉴(North Michigan Avenue)의 매그니피센트 마일 (The 
Magnificent Mile)을 방문해보세요. 주요 브랜드,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부티크 브랜드를 모두 찾아볼 수 있는 더 샵스 앳 노스 브리지
(The Shops at North Bridge), 워터 타워 플레이스(Water Tower 
Place) 및 900 노스 미시간 샵스(900 North Michigan Shops), 
세 개의 쇼핑센터는 450개의 매장과 함께 모든 취향과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삭스 피프스 애비뉴(Saks Fifth Avenue), 메이시스, 
블루밍데일스(Bloomingdale’s), 노드스트롬(Nordstrom), 구찌
(Gucci), 루이비통(Louis Vuitton), 샤넬(Chanel), 카르티에
(Cartier),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나이키, 불가리 
(Bulgari)를 모두 둘러보세요. 쇼핑으로 지쳤을 땐 휴식이 
필요하시죠? 세이프 하우스(Safe House)의 맛있는 버거에서 
에디 브이스 프라임 씨푸드(Eddie V’s Prime Seafood)의 고급 
다이닝과 코코 파조 카페(Coco Pazzo Café)의 이탈리아 요리까지, 
입맛에 맞는 현지 맛집을 방문해보세요. 해가 지면 디너 크루즈에 
올라 미시간호에서 시카고 야경을 감상하거나 시카고 극장 지구
(Chicago Theater District)에서 공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3일 차
시카고 패션 아웃렛(Fashion Outlets of Chicago)은 오헤어 
국제공항(O’Hare International Airport)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는 길이라면 이곳에 들려 물품 보관 
시설에 가방을 던져두고 집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쇼핑을 즐겨보세요. 
이 쇼핑몰에선 할인가로 130개 이상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입점 매장에는 바니스 뉴욕 (Barneys New York), 
디즈니 스토어 아웃렛(Disney Store Outlet), 삭스 오프 피프스
(Saks Off 5th), 블루밍데일스, 구찌, 칼 라거펠트 패리스(Karl 
Lagerfeld Paris),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UGG,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Nike Factory Store), 지미 추(Jimmy Choo)
는 물론 모든 쇼핑 아이템을 집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샘소나이트
(Samsonite)도 있습니다.

시카고 네이비 피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1일 차
두 개의 호텔, 여러 층에 걸친 쇼핑 공간과 레스토랑 모두를 찾아볼 수 있는 코플리 플레이스
(Copley Place)에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백 베이(Back Bay) 지역에 
위치한 보스턴 최고 쇼핑 스팟 중 하나랍니다. 티파니 (Tiffany & Co.), 바니스 뉴욕(Barneys 
New York), 루이비통(Louis Vuitton),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버버리 (Burberry), 
갭(Gap),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등의 브랜드가 
이곳의 75개 매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스카이워크를 건너면 도착하는 
푸르덴셜 센터 보스턴(Prudential Center Boston) 쇼핑 복합단지와 70개 이상의 매장에선 
삭스 피프스 애비뉴(Saks Fifth Avenue), 로드 & 테일러(Lord & Taylor), 더바디샵(The 
Body Shop), 스와로브스키(Swarovski), 선글라스 헛(Sunglass Hut) 등의 브랜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먹을 곳을 찾고 있다면 리걸 씨 푸즈(Legal Sea Foods), 치즈케이크 팩토리(The 
Cheesecake Factory) 또는 52층에 있는 탑 오브 더 허브(Top of the Hub)를 시도해보세요. 
중앙 법원 근처의 퍼블릭 가든(Public Garden)에선 콘서트와 행사가 진행되므로 꼭 일정을 
확인하여 방문 계획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엔 쇼핑을 잠시 접어두고 보스턴 코먼
(Boston Common)과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을 둘러보세요. 트레일은 벙커 힐 기념비
(Bunker Hill Monument), 폴 리비어 하우스(Paul Revere House),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
(Old State House) 등을 통과합니다. 미리 여정을 계획해 원하는 투어를 즐겨보세요. 참고로 
트레일 어느 지점에서나 시작과 중단이 가능합니다. 저녁은 현지에서 양조한 주류와 간단한 펍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보스터니아 퍼블릭 하우스(Bostonia Public House)가 어떨까요?

2일 차
보스턴의 명물 마켓플레이스에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보스턴 워터프런트(Boston 
Waterfront) 근처의 1742년에 지어진 퍼네일 홀(Faneuil Hall)에선 상점, 레스토랑, 회의 
시설, 박물관은 물론 무기고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층에 있는 100개 이상의 매장과 퀸시 마켓
(Quincy Market), 사우스 마켓(South Market) 및 노스 마켓(North Market)의 세 개 빌딩에서 
다양한 상품을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보스턴 현지 예술 작품과 공예품 외에도 크랩트리 & 에블린
(Crabtree & Evelyn)과 코치(Coach) 같은 친숙한 브랜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스턴 
차우더(Boston Chowda Co.), 딕스 라스트 리조트(Dick’s Last Resort), 위키드 굿 컵케이크
(Wicked Good Cupcakes) 등 50개가 넘는 레스토랑 또는 키오스크에서 출출함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박물관과 무기고에 입장하려면 4층으로 이동하세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오후가 되면 보스턴 하버(Boston Harbor)로 산책을 나서보세요. 보스턴 아쿠아리움(Boston 
Aquarium)을 방문하거나, 보스턴 하버 크루즈(Boston Harbor Cruise)에 올라 지역 역사를 
배워보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인 등대가 인상적인 하버 아일랜드 국립공원(Harbor Islands 
National Park)과 함께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하면 해산물을 빼놓을 수 없죠. 
해안가에 있는 보스턴 세일 로프트(Boston Sail Loft)에서 푸짐한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보스턴 퍼네일 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1일 차
이른 아침 일어나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으로 향해보세요. 파피용(Papillon) 또는 메버릭
(Maverick) 투어 회사가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타고 40분 정도를 이동하면 도착합니다. 협곡 기지에 
착륙하기 전, 이 여정을 통해 후버 댐(Hoover Dam), 미드호(Lake Mead), 그랜드 캐니언의 장관을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면 전설적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Las Vegas Strip)으로 관광을 
나서야겠죠? 시내 근처의 라스베이거스 노스 프리미엄 아웃렛(Las Vegas North Premium Outlets)
에서는 니만 마커스 라스트 콜(Neiman Marcus Last Call), 아르마니 익스체인지(Armani Exchange),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Nike Factory Store),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지미 추(Jimmy Choo), 
리바이스(Levi Strauss & Co.), 갭(Gap), 디즈니 스토어 아웃렛(Disney Store Outlet), 디젤 (Diesel), 
코치(Coach), 휴고 보스(Hugo Boss) 같은 150개 이상의 디자이너 브랜드와 인기 브랜드 매장을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밤이 오면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셀린 디옹(Celine Dion), 블루 맨 그룹
(Blue Man Group), 테리 패터(Terry Fator)와 같은 라스베이거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기 공연을 놓치지 
마세요. 저녁 식사로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Caesars Palace)의 올드 홈스테드 스테이크하우스(Old 
Homestead Steakhouse) 나 벨라지오 호텔(Bellagio)의 프라임 스테이크하우스(Prime Steakhouse)
를 추천합니다. 간단한 식사를 찾고 계시면 플래닛 할리우드(Planet Hollywood)의 고든 램지 버거
(Gordon Ramsey Burger)나 팔라조 호텔(The Palazzo)의 라보 이탈리안 레스토랑 & 라운지(Lavo 
Italian Restaurant & Lounge)를 방문해보세요.

2일 차
디올(Dior), 카르티에(Cartier), 발렌시아가(Balenciaga), 크리스챤 루부탱(Christian Louboutin), 
에르메스 (Hermes), 펜디(Fendi), 루이비통(Louis Vuitton), 지미 추, 프라다(Prada), 베르사체
(Versace) 같은 명품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시티 센터(City Center) 복합단지의 더 샵스 앳 크리스털스
(The Shops at Crystals)에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건너 플래닛 할리우드 
리조트 & 카지노(Planet Hollywood Resort & Casino)의 미라클 마일 샵스 라스베이거스(Miracle 
Mile Shops Las Vegas)로 이동하면 프렌치 컬렉션(French Connection), 트루 릴리전(True Religion), 
H&M, 맥 코스메틱스(MAC Cosmetics), 게스(Guess) 브랜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패리스 라스베이거스 
호텔(Paris Las Vegas) 바로 옆에 위치한 몬 아미 가비(Mon Ami Gabi)에 들러 야외 테라스에서 
느지막한 점심을 즐기며 오후 시간의 벨라지오 분수 쇼(Fountains of Bellagio)를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따라 걷다 보면 구찌(Gucci), 베르사체,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디올, 애플(Apple) 등 160개 이상의 매장이 입점한 더 포럼 샵스 앳 시저스 팰리스(The Forum Shops 
at Caesars Palace)에 도착합니다. “세계적 쇼핑 명소”로 알려진 이곳은 단순한 쇼핑몰을 뛰어넘어 
로마 트레비 분수(Trevi Fountain)의 복제물부터 아틀란티스의 멸망(Fall of Atlantis) 애니메트로닉스 
쇼는 물론 50,000갤런에 이르는 아틀란티스 아쿠아리움(Atlantis Aquarium)에서 열대어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계속 따라 걷다 보면 지크프리트와 로이의 시크릿 가든 및 돌고래 
서식지(Siegfried and Roy’s Secret Garden and Dolphin Habitat)와 야간에 정기적으로 분출하는 
화산 복제물로 유명한 미라지 호텔(The Mirage)이 나옵니다. 캣워크 패션쇼를 감상하고 싶다면 지정된 
주말에 패션쇼를 선보이는 패션 쇼 몰(Fashion Show Mall)도 놓치지 마세요. 노드스트롬(Nordstrom), 
딜라즈(Dillard’s), 루이비통, 메이시스(Macy’s), 퓨마(Puma), 스카치 & 소다 (Scotch & Soda), 티파니
(Tiffany & Co.), 스티브 매든(Steve Madden), 애플 등, 250여 개의 주요 브랜드와 부티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목조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코먼웰스(Commonwealth), 핑거푸드 
위주의 음식을 선보이는 테라피(Therapy), 정통 미국 음식을 흥미롭게 표현한 칼슨 키친(Carson Kitchen)
등이 밀집한 라스베이거스 시내에서 즐기는 게 어떨까요? 아직 기운이 남아있다면 슬롯질라(SlotZilla) 
집라인을 타고 활기 넘치는 프레몬트 스트리트(Fremont Street) 엔터테인먼트 구역 위를 날아보세요.

라스베이거스 프리몬트 스트리트



3일 차
오늘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쇼핑 어드벤처를 계속해야겠죠? 베네치안 호텔(The Venetian)의 더 그랜드 커낼 샵스 (The Grand Canal Shoppes)
를 방문해보세요. 바우만 레어 북스(Bauman Rare Books)부터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버버리(Burberry),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Harley-Davidson motorcycles), 살바토레 페라가모 (Salvatore Ferragamo), 링크스 오브 런던(Links of London)까지 다양한 매장과 부티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중심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St. Mark’s Square)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각 매장은 운하로 구분됩니다. 
쇼핑이 지루해질 때쯤엔 곤돌라를 타보는 게 어떨까요? 산 마르코 광장의 군침 도는 레스토랑에선 점심을 즐기며 라이브 오페라 공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후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스파를 찾아보세요. 카지노에서 운을 시험해 볼 수도 있겠지요. 해가 지면 더 링크(The LINQ)를 방문해 세계 
최대의 관람차, 하이 롤러(High Roller)를 타고 비교를 거부한 라스베이거스의 360도 전망을 감상해보세요.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1일 차
시내에서 약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리머릭(Limerick)의 필라델피아 
프리미엄 아웃렛(Philadelphia Premium Outlets)에선 170
개 이상의 디자이너 브랜드와 유명 브랜드를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신발류와 의류를 구입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컨버스(Converse), 아디다스(Adidas), 
갭(Gap), 디즈니 스토어 아웃렛(Disney Store Outlet), 머렐(Merrell), 
리바이스(Levi Strauss & Co.),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Nike Factory 
Store),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UGG, 트루 릴리전 아웃렛
(True Religion Outlet) 매장을 모두 살펴보세요. 이곳에서 약 20
분 거리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장군이 지휘했던 독립전쟁(Revolutionary War) 당시 군영 현장인 
밸리 포지 국립 역사공원(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의 중요한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 건물과 기념비를 
방문해보세요. 미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근방의 킹 오브 프러시아 몰
(King of Prussia Mall)을 찾았다면 쇼핑을 계속하기 전에 먼저 배부터 
든든히 채워야겠죠? 본피시 그릴(Bonefish Grill),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California Pizza Kitchen), 폭스 & 하운드(Fox & Hound), 

시즌스 52(Seasons 52), 셱셱(Shake Shack), 치즈케이크 팩토리
(The Cheesecake Factory) 등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지미 추(Jimmy Choo), 애플(Apple), 아베크롬비 & 피치
(Abercrombie & Fitch), 루이비통(Louis Vuitton), 니만 마커스
(Neiman Marcus), 메이시스(Macy’s), 랙 & 본(Rag & Bone), 언턱잇 
(UNTUCKit), 어번 아웃피터스(Urban Outfitters), 디젤(Diesel) 등의 
400개 매장과 부티크에서 쇼핑에 빠져볼까요?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는 
여정은 약 30분이 걸립니다. 시간을 넉넉히 잡으면 미국 독립 국립 
역사공원(Independence National Historical Park)에 들러 미국 
독립의 상징인 자유의 종(Liberty Bell)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더 굿 킹 터번(The Good King Tavern)의 프랑스 요리에서 영감을 얻은 
간단한 요리나 델라웨어강(Delaware River)에 정박한 선박을 복원하여 
미국 음식을 제공하는 모슐루(Moshulu) 레스토랑을 시도해보세요.

2일 차
필라델피아에 머무르며 도시 심장부인 시청(City Hall) 건너에 위치한 
메이시스 센터 시티(Macy’s Center City)에서 쇼핑을 시작할까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는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 쇼핑과 함께 무료로 
콘서트를 감상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200
개가 넘는 현지 부티크, 갤러리, 레스토랑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유럽 
스타일의 쇼핑몰, 리튼하우스 로(Rittenhouse Row)를 방문해보세요. 
아르마니 익스체인지(Armani Exchange), 티파니(Tiffany’s), 자라 
(Zara), 애플, 니콜 밀러(Nicole Miller), 랙 & 본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레스토랑에서 군침 돋는 메뉴를 고르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근처 클리버스(Cleavers)의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는 포장으로라도 꼭 먹어봐야 할 명물입니다. 오후 시간 관광 
거리가 걱정이라면 필라델피아 벽화 예술(Mural Arts Philadelphia) 
야외 아트 갤러리를 기억하세요. 벽화 찾기 앱을 다운로드하면 도시 
전체에 펼쳐진 멋진 예술 장식 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라피티를 
막기 위해 1984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어느새 3,600점 이상의 
벽화를 탄생시켰습니다.

필라델피아 독립국립역사공원



뉴욕주 뉴욕시
1일 차
맨해튼(Manhattan)에서 저지 시티의 뉴포트(Newport)행 포트 오소리티 트랜스 
허드슨(Port Authority Trans- Hudson-PATH) 기차를 타거나 차량을 이용해 
홀란드 터널(Holland Tunnel) 방면을 향하면 뉴포트 센터(Newport Centre), 
뉴포트 크로싱(Newport Crossing), 뉴포트 플라자(Newport Plaza), 세 개의 
쇼핑센터에 도착합니다. 뉴저지주에선 신발류나 의류를 구입할 때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뉴포트 센터에는 포실(Fossil),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Armani 
Exchange), 시어스(Sears), 더바디샵(The Body Shop), 자라(Zara) 등 130개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뉴포트 플라자에서는 베스트 바이(Best Buy) 전자기기 
대형 매장과 피어 원 임포츠(Pier 1 Imports) 스페셜티 가정용품 매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델스 스포팅 구즈(Modell’s Sporting Goods)는 뉴포트 
크로싱의 대표 입점 브랜드입니다. 저지 시티의 허드슨강 해안 산책로(Hudson 
River Waterfront Walkway)를 따라 걸으며 맨해튼 고층 빌딩이 그려내는 
놀라운 전망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많은 레스토랑에서 원하는 메뉴를 
고르거나, 피기백 바(Piggyback Bar)를 찾아 아시아 주점 스타일의 펍 음식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익스체인지 플레이스(Exchange 
Place) 에서 맨해튼 방면 PATH 기차를 타거나 홀란드 터널을 다시 통과하여, 
150개 이상의 매장으로 다운타운 쇼핑의 정의를 다시 쓴 웨스트필드 월드 
트레이드 센터(Westfield World Trade Center)를 방문해보세요. 펜할리곤스
(Penhaligon’s), 애플(Apple), 몰스킨(Moleskine), 론진(Longines), 케이트 
스페이드 뉴욕(Kate Spade New York), 라코스테(Lacoste), 포실, 하바이아나스
(Havaianas), 콜한(Cole Haan) 등의 다양한 브랜드와 부티크 쇼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핑이 끝나면 9/11 추모관(9/11 Memorial & Museum)을 방문해 
배터리 공원(Battery Park)을 거닐면서 뉴욕 하버(New York Harbor)의 전경과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스트리트 
씨포트(South Street Seaport)를 찾아 브루클린 다리(Brooklyn Bridge)를 
건너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요. 저녁은 이스트 빌리지 (East Village)나 
웨스트 빌리지(West Village)의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골라보세요. 참고로 계절별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모란디(Morandi)는 7번가(Seventh Avenue)와 
웨이벌리(Waverly) 근방에서 인기 있는 현지 맛집입니다.뉴욕시 오큘러스



2일 차
일찍 맨해튼을 떠나 링컨 터널(Lincoln Tunnel) 방면 87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뉴욕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 의 우드버리 코먼 프리미엄 아웃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으로 향해볼까요? 약 90분이 걸리는 여정이므로 차를 렌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웃렛으로 이어지는 길의 전망도 아름답지요. 우드버리 코먼에는 
아르마니 아웃렛(Armani Outlet), 프라다(Prada), 빌브레퀸(Vilebrequin), 베르사체
(Versace), 톰 포드(Tom Ford), UGG, 언턱잇(UNTUCKit), 구찌(Gucci),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 스카치 & 소다(Scotch & Soda), 리복(Reebok), 삭스 오프 피프스
(Saks Off 5th) 등, 220개의 매장과 함께 셱셱(Shake Shack), 멜트 샵(Melt Shop), 
저스트 샐러드(Just Salad) 등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맨해튼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베어 마운틴 주립공원(Bear Mountain State Park)과 사진 
작품이 연상되는 허드슨 밸리(Hudson Valley) 경로를 선택해보세요. 허드슨강 너머로 
절벽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9W 국도를 따라 여유로운 강가 마을인 나약(Nyack)
에 도착하면 조금 이른 저녁 식사에 도전해보세요.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의 
브로드웨이 비스트로(Broadway Bistro)에선 편안한 분위기의 고급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웨이 주간 고속도로(Palisades Interstate Parkway)
를 따라 조지 워싱턴 브리지(George Washington Bridge)를 건너 맨해튼으로 
돌아옵니다.

3일 차
세계적으로 유명한 5번가(Fifth Avenue)에서 시작하는 특별한 쇼핑 경험을 위해 
오늘은 맨해튼에 머무르세요. 과거의 밴더빌트(Vanderbilt) 맨션에 위치한 랜드마크, 
버그도르프 굿맨(Bergdorf Goodman)과 코코 샤넬(Coco Chanel) 의 패션을 미국에 
전파시킨 헨리 벤델(Henri Bendel)에서 쇼핑을 시작해보세요. 화장품과 핸드백에서 
명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드 & 테일러(Lord & Taylor)와 삭스 
피프스 애비뉴(Saks Fifth Avenue) 플래그십 스토어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블록 하나를 모두 차지하는 삭스의 9층 건물에선 루이비통
(Louis Vuitton), 구찌, 베르사체,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아르마니, 
발렌티노(Valentino) 를 포함한 거의 모든 디자이너 브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점심은 
타임 워너 센터(Time Warner Center)로 향해 퍼 세이 (Per Se), 마사(Masa), 모모후쿠 
누들 바(Momofuku Noodle Bar), 블루버드 런던(Bluebird London)과 같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겨볼까요? 더 샵스 앳 콜럼버스 서클(The Shops at Columbus Circle)
까지 다 둘러보았다면 타임 워커 센터 맞은편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에서 휴식과 
함께 전망을 감상할 차례입니다. 베데스다 분수(Bethesda Fountain)가 있는 베데스다 
테라스(Bethesda Terrace)를 찾아보고, 잘 정렬된 나무들이 공원을 가로지르는 몰
(Mall) 을 따라 걸으며 유명 작가들의 동상도 눈여겨보세요. 호수에서 보트를 한 대 빌리면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난 평화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타임스 스퀘어
(Times Square)의 유명 레스토랑, 사르디스(Sardi’s)에서 식사를 마친 후 브로드웨이
(Broadway) 쇼를 관람하는 건 어떨까요?

뉴욕주 허드슨 밸리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1일 차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를 주력 브랜드로 하여 루이비통(Louis Vuitton), 
버버리(Burberry), 테슬라(Tesla), 티파니(Tiffany & Co.), 타미 바하마(Tommy 
Bahama), 토리 버치(Tory Burch) 같은 기타 럭셔리 브랜드를 함께 소개하는 더 
샵스 앳 클리어포크(The Shops at Clearfork)에서 포트워스 탐방을 시작해보세요. 
배가 고파오면 비앤비 버처스 & 레스토랑(B&B Butchers & Restaurant), 루나 
그릴(Luna Grill), 트윅스 비스트로 앤 마티니 바(Twigs Bistro and Martini Bar)
에서 메뉴를 골라볼까요? 다음 여행지는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 
애플(Apple), 제이 크루 (J.Crew), 갭(Gap), 포터리 반(Pottery Barn), 윌리엄 
소노마(Williams Sonoma)와 함께 고급스러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유니버시티 
파크 빌리지(University Park Village)입니다. 포트워스에 온 이상 포트워스 
스톡야즈 국립 역사 지구(Fort Worth Stockyards National Historic District)
를 빼놓을 순 없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펼쳐지는 스톡야즈 챔피언십 
로데오(Stockyards Championship Rodeo) 경기와 익스체인지 애비뉴
(Exchange Avenue)에서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에 열리는 포트워스 
허드 캐틀 드라이브(Fort Worth Herd Cattle Drive)도 놓치지 마세요. 계속 
쇼핑을 즐기려면 스페셜티 보석과 모자 매장이나 제너럴 스토어(General Store)
를 방문해보세요. 저녁 식사는 포트워스의 맛과 멋으로 유명한 리스키스 바비큐
(Riscky’s Barbeque)를 추천합니다.

2일 차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Dallas-Fort Worth International Airport)의 
북부에 위치한 그레이프바인 밀스(Grapevine Mills)에는 트루 릴리전 아웃렛
(True Religion Outlet), 언더 아머(Under Armour), 더 칠드런스 플레이스(The 
Children’s Place), 시어스 아웃렛(Sears Outlet), 퓨마 아웃렛(Puma Outlet), 
올드 네이비 아웃렛(Old Navy Outlet), 오시코시 비고시(OshKosh B’gosh),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Nike Factory Store), 니만 마커스 라스트 콜(Neiman 
Marcus Last Call) 등, 180개 이상의 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땐 처키 치즈(Chuck E. Cheese’s), 레인포레스트 카페 (Rainforest Café) 또는 
그레이트 랩스(Great Wraps)에서 허기를 채우며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쇼핑몰 
내에는 씨 라이프 그레이프바인 아쿠아리움(Sea Life Grapevine Aquarium),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Legoland Discovery Center) 외에도 미니 트레인과 
회전목마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레이프바인 어번 와인 트레일(Grapevine 
Urban Wine Trail)을 따라, 크로스 팀버스 와이너리(Cross Timbers Winery)나 
그레이프 바인 스프링스 와이너리(Grape Vine Springs Winery)에서 버라이어틀 
테이스팅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건 어떨까요? 댈러스 레드하우스 박물관



3일 차
오늘은 가까운 주변을 둘러볼까요? 200개가 넘는 매장과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는 물론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서 
깊은 밀라노 갈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II(Galleria 
Vittorio Emanuele II)에서 영감을 얻은 유리 천장으로 
유명한 갤러리아 댈러스(Galleria Dallas)에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입점 매장으로는 아메리칸 걸(American 
Girl), 브룩스톤 (Brookstone), 바나나 리퍼블릭, 자라
(Zara), 티파니, 바첸도르프스 주얼러(Bachendorf’s 
Jeweler), 스와로브스키 (Swarovski), 노드스트롬
(Nordstrom), 올드 네이비(Old Navy), 메이시스(Macy’s), 
럭키 브랜드(Lucky Brand) 등이 있으며, 노드스트롬 
마켓플레이스 카페(Nordstrom Marketplace Café), 
파이브 가이즈(Five Guys), 아메리칸 그릴 비스트로
(American Girl Bistro) 등의 30개에 달하는 레스토랑에선 
원하는 모든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댈러스 다운타운으로 
향하는 길엔 야외형 쇼핑몰, 더 플라자 앳 프레스턴 센터
(The Plaza at Preston Center)에 들러 오르비스 (Orvis), 
나르도스 내추럴(Nardo’s Natural), 켄드라 스캇(Kendra 
Scott), 바첸도르프스 등의 같은 매장과 함께 트루 푸드 키친
(True Food Kitchen), 넥타 쥬스 바(Nekter Juice Bar)
와 같은 여러 먹거리도 둘러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쇼핑 
명소인 하이랜드 파크 빌리지(Highland Park Village)에선 
에르메스(Hermes),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발렌시아가(Balenciaga), 발렌티노(Valentino),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 에스까다(Escada), 트리나 
터크 (Trina Turk), 지미 추(Jimmy Choo), 펜디(Fendi) 
등의 매장에서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파치니(Fachini), 카페 퍼시픽(Café 
Pacific) 또는 비스트로 31(Bistro 31)을 시도해보세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의 삶, 죽음 그리고 
유산을 소개하는 딜리 광장(Dealey Plaza)의 식스 플로어 
박물관(The Sixth Floor Museum)과 웨스트 엔드 역사 
지구(West End Historic District)의 존 F 케네디 메모리얼 
광장(John F. K Kennedy Memorial Plaza)은 댈러스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댈러스를 찾았다면 다운타운에 
있는 다코타스 스테이크하우스 (Dakota’s Steakhouse) 
또는 Y.O. 랜치 스테이크하우스(Y.O. Ranch Steakhouse)
에서 무조건 스테이크를 먹어봐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댈러스 웨스트 엔드 역사 지구



텍사스주 휴스턴
1일 차
오전 시간을 이용해 375개 매장, 30개 식당, 2개 호텔과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로 
구성된 갤러리아(The Galleria)를 방문해볼까요? 삭스 피프스 애비뉴(Saks Fifth 
Avenue), 노드스트롬(Nordstrom), 아베크롬비 & 피치(Abercrombie & Fitch),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아베다(Aveda), 샤넬(Chanel), 프라다(Prada), 
아디다스(Adidas), 포르쉐 디자인 (Porsche Design), 롤렉스(Rolex), 티파니
(Tiffany Co.)에서 쇼핑을 즐겨보세요. 식사는 노부(Nobu)나 델 프리스코스 
더블 이글 스테이크하우스(Del Frisco’s Double Eagle Steakhouse) 같은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셱셱(Shake Shack) 또는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Chipotle 
Mexican Grill) 같은 편안한 분위기까지 원하는 모든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휴스턴 NASA 우주 센터(Space Center Houston)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휴스턴 여행이 아닙니다. 미국 우주 항공 프로그램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보세요.

스파에서의 휴식, 수영장에서의 물놀이 또는 골프 라운딩으로 오전 시간을 부담 
없이 보내보세요. 휴스턴은 모든 취향을 충족시킬 여유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후엔 리버 오크스 지역의 가로수 길을 따라 걸으며 럭셔리 컬렉션과 디자이너 
부티크에서 계속 쇼핑을 즐겨볼까요? 디올(Dior), 톰 포드(Tom Ford), 다비도프 
오브 제네바(Davidoff of Geneva), 에르메스(Hermes),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 로베르토 카발리 
(Roberto Cavalli)에서 갖고 싶던 아이템을 장만하는 건 어떨까요? 휴스턴에선 
최고급 요리와 서비스로 저녁 식사가 더욱 기대됩니다. 스테이크 48(Steak 48)
에서 고급 스테이크를 맛보거나 더 터크 룸(The Tuck Room)을 찾아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James Beard Award) 수상 셰프의 요리를 애타게 기다려보세요. 툴루즈
(Toulouse)에서 떠나는 파리의 미각 여행도 빼놓을 수 없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선호하시면 이스트 햄프턴 샌드위치(East Hampton Sandwich 
Co.)를 찾아 수제 샌드위치, 랩, 샐러드나 수프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2일 차

휴스턴 NASA 우주 센터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