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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라워호와 대서
양 연안의 식민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출발,  
메인주 포틀랜드 도착  소요 시간: 2시간 15분, 거리: 180km

메인주 포틀랜드 출발,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도착  소요 시간: 1시간, 거리: 83km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출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도착  소요 시간: 2시간 15분, 거리: 156km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출발,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도착  소요 시간: 1시간 30분, 거리: 106km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출발, 
뉴욕주 뉴욕시 도착  소요 시간: 4시간, 거리: 292km

뉴욕주 뉴욕시 출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도착  소요 시간: 2시간, 거리: 152km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출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도착  소요 시간: 4시간 45분, 거리: 410km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출발,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도착  소요 시간: 2시간, 거리: 172km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출발,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도착  소요 시간: 4시간 30분, 거리: 465km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출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도착  소요 시간: 3시간 30분, 거리: 283km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출발, 
조지아주 서배너 도착  소요 시간: 2시간 15분, 거리: 173km

조지아주 서배너 출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도착  소요 시간: 3시간 45분, 거리: 40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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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식민지의 일부로 1630년도에 설립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
시 중 한 곳인 보스턴을 구경해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공원인 보스턴 
코먼(Boston Common)에서 출발하여 보스턴의 주요 역사 유적지 16곳을 연결
하는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을 따라가보세요. 트레일을 따라, 킹스 채플 
묘지(King’s Chapel Burying Ground), 보스턴 차 사건의 핵심 장소인 올드 사
우스 집회소(The Old South Meeting House)를 구경하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된 공공건물이며 1770년 미국 독립혁명의 계기가 되었던 보스턴 학살의 현장이
자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Old State House)
를 방문해보세요. 원래는 공설시장으로 사용되었지만 미국 독립혁명을 이끌어낸 
사건들의 발생 장소인 퍼네일 홀(Faneuil Hall)에서 투어를 마무리해보세요. 퍼
네일 홀은 현재까지도 운영 중입니다. 오후에는 보스턴 하버(Boston Harbor)에 
있는 보스턴 차 사건 선박 및 박물관(Boston Tea Party Ships & Museum)에
서 보스턴 차 사건을 재현해 보세요. 보스턴 하버가 내려다보이는 바킹 크랩(The 
Barking Crab)에서 맛있는 요리를 즐겨 보세요. 추천 메뉴는 랍스터 롤입니다.

1일 차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

숙박: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소요 시간: 2시간 15분, 거리: 180km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출발, 
메인주 포틀랜드 도착 
2일 차

매사추세츠주를 떠나 북서쪽으로 향해 뉴햄프셔 식민지였던 곳으로 가보세요. 
아일랜드에 동명의 도시가 있는 고급 린넨 생산지, 런던데리(Londonderry)를 
지나가보세요. 도버(Dover)로 이동하여 우드만 박물관(Woodman Museum)
에 들러서 식민지 시대의 유물 및 역사적인 건물의 컬렉션을 관람해보세요. 
메인주에 진입하면, 1시간 정도 운전해서 메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한 
곳이자 1632년 카스코만(Casco Bay)을 따라 설립된 포틀랜드를 방문해보세요. 
콩그레스 스트리트(Congress Street)를 따라 산책하며, 포틀랜드와 이곳의 
초기 정착민들을 기리는 클리브 및 터커 기념비를 구경해보세요. 기념비는 
또한 포틀랜드의 과거 지명인 마치곤(Machigone), 카스코(Casco), 팰머스
(Falmouth)를 기리고 있습니다. 포트 앨런 공원(Fort Allen Park)과 포어 
스트리트(Fore Street), 그리고 워터프런트 역사 지구(The Waterfront Historic 
District)를 지나가며 이스턴 프로메네이드 트레일(Eastern Promenade Trail)
을 따라 산책해보세요. 도중에 카스코만 건너편의 ‘버드 라이트(Bud Light)’
로 알려진 포틀랜드 브레이크워터 라이트하우스(Portland Breakwater 
Lighthouse)의 웅장한 전망을 감상해보세요. 저녁 식사는 현지 해산물 맛집으로 
유명한 스케일즈(Scales)에서 즐겨 보세요. 메인주의 특산물인 홍합, 조개, 굴을 
꼭 맛보세요. 

숙박: 메인주 포틀랜드



테라스 카페에서 점심을 즐긴 후 뉴햄프셔주 포츠머스로 이동해보세요. 과거 
항구 지역의 퍼들 도크(Puddle Dock)가 위치했던 곳에는 30채 이상의 건물로 
구성된 야외 박물관인 스트로베리 뱅크 박물관(Strawbery Banke Museum)
이 생겨, 역사적인 주택, 전시 및 지역 활동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콩그레스 및 
다니엘(Daniel) 스트리트를 거닐며 포츠머스 시내를 탐방한 후, 이 역사적인 항구 
근처 수변에 위치한 비스트로인 블랙 트럼펫(Black Trumpet)에서 저녁 식사를 
즐겨 보세요. 

숙박: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소요 시간: 1시간, 거리: 83km 

메인주 포틀랜드 출발,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도착
3일 차

남쪽으로 돌아오면서 메인주의 웅장한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하며 마을을 방문해 
보세요. 과거의 어업 중심지이자, 대량의 해산물을 수확하기 위해 1600년대에 
형성된 정착지입니다. 올드 오처드 비치(Old Orchard Beach)와 하몬 뮤지엄
(Harmon Museum)은 포틀랜드의 역사를 탐구하기에 훌륭한 명소입니다. 
남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곳에는 한때 메인주 연안을 따라 오가던 어선들이 
들르곤 했던 작은 어촌, 케이프 폴포즈(Cape Porpoise)가 있습니다. 케네벙크
(Kennebunk) 시내에 있는 브릭스토어 박물관(Brickstore Museum)에서 
마을의 역사를 살펴보고, 케네벙크포트(Kennebunkport) 중심부에 있는 도크 
스퀘어(Dock Square)를 방문해보세요. 부티크와 갤러리에서 쇼핑을 하고 근처 

메인주 포틀랜드 헤드 라이트



소요 시간: 2시간 15분, 거리: 156km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출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도착
4일 차 

매사추세츠주로 돌아가 1693년의 마녀 재판 사건으로 유명한 도시, 세일럼(Salem)을 
방문해보세요. 마녀의 집 박물관(Witch House Museum)은 당시의 마녀 재판과 관련된 
건물들 중 아직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보스턴 남쪽에 있는 퀸시(Quincy)에는 
애덤스 국립 역사 공원(Adams National Historic Park)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의 출생지, 올드 하우스 앳 피스필드
(Old House at Peacefield)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최초로 영구 정착지로 삼은 곳이자 
1620년 메이플라워호가 상륙했던 곳인 플리머스(Plymouth)로 이동해보세요. 청교도 
순례자들이 배에서 내려 첫발을 디뎠던 해안가 바위, 플리머스 록(Plymouth Rock)
이 있는 필그림 메모리얼 주립공원(Pilgrim Memorial State Park)을 방문해보세요. 
메이플라워호 모형을 구경하고 17세기 정착지를 재현한 명소,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Plimoth Plantation)을 관람해보세요. 저녁 식사 전에, 시내의 역사 지구를 산책하고 
메이플라워호의 순례자를 기념하는 의미로 세워진 선조들을 기리는 국립기념물(The 
National Monument to the Forefathers)을 구경해보세요. 샨티 로즈(Shanty Rose)
에서 해산물을 맛보고 캐주얼한 분위기와 환상적인 해변 전망을 즐기세요.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록

숙박: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소요 시간: 1시간 30분, 거리: 106km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출발,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도착
5일 차 

과거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 (Providence Plantation)’으로 알려진 로드아일랜드주는 
1600년대 중반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 로드아일랜드주에는 자연, 문화 및 장엄한 해안 전망을 
즐길 기회가 넘쳐납니다. 프로비던스(Providence)에서는 강변에서 브라운대학교
(Brown University)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인 베네피트 스트리트(Benefit Street)를 
방문해보세요. 프로비던스의 가장 유서가 깊고 웅장한 주택들을 관람해보세요. 뉴포트는 
1639년에 형성된 도시로,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 식민지에서 가장 큰 네 개의 정착지 중 
한 곳이자 주요 무역 항구 중 한 곳이 되어 ‘해적들을 위한 피난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온화한 여름 기후 덕분에 뉴포트는 카리브해 지역과 캐롤라이나 지역 부유층들의 
피서지가 되었습니다. 뉴포트는 1800년대에 지어진 장엄한 부지로 유명하지만 방대한 
식민지 시대 역사 또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역사 지구(Historic District)에 있는 워싱턴 
스퀘어(Washington Square)에서 출발하여 뉴포트의 역사적인 해변에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명소, 히스토릭 힐(Historic Hill)과 보웬즈 워프(Bowen’s 
Wharf)로 가보세요. 

숙박: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소요 시간: 4시간, 거리: 292km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출발, 
뉴욕주 뉴욕시 도착 
6일 차 

뉴포트를 떠나기 전에, 오션 드라이브(Ocean Drive)로 가서 16km의 길을 따라 내
러갠섯만(Narragansett Bay), 뉴포트 부지, 포트 애덤스 주립공원(Fort Adams 
State Park), 그리고 대서양의 전망을 감상해보세요. 만을 건너 경치 좋은 고속도
로를 따라 코네티컷주에서 가장 오래된 해안선 도시 중 하나인 올드세이브룩(Old 
Saybrook)으로 이동합니다. 해안을 따라 잠시 드라이브를 하다가 뉴헤이븐 식민지
(New Haven Colony)의 일부로 1638년도에 정착된 뉴헤이븐에 가보세요. 뉴헤이
븐 박물관(New Haven Museum)은 이 지역이 청교도 마을의 식민지에서 오늘날 
번화한 도시가 되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뉴헤이븐의 중심
지에 있는 뉴헤이븐 그린(New Haven Green)에서 산책해보세요.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가장 오래된 올드 캠퍼스(Old Campus) 옆에 위치합니다. 다른 메
뉴 없이 오직 맛있는 버거만 판매하기로 유명한 루이스 런치(Louis’ Lunch)에서 점
심을 드세요. 롱아일랜드해협(Long Island Sound)의 해안을 따라 뉴욕시로 가보
세요. 뉴욕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The Empire State Building), 자유의 여신
상(Statue of Liberty),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다양한 유명 박물관 등 뉴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명소가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숙박: 뉴욕주 뉴욕시

로드아일랜드주 내러갠섯



로어 맨해튼(Lower Manhattan)에서는 뉴욕의 가장 오래된 거리와 강가를 구경해보세요. 미
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취임식 후 기도한 장소인 세인트폴 예배당(St.Paul’s 
Chapel)을 찾아가보세요. 월스트리트(Wall Street)는 영국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이
민자들이 쌓은 성벽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페더럴 홀 국립기념관(Federal Hall National 
Memorial)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곳이자 미국의 첫번째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1625년 네덜란드인의 정착지로 시작된 뉴욕시를 엿볼 
수 있는 배터리 파크(Battery Park)를 구경해보세요. 뉴욕항(New York Harbor)과 자유의 여신
상(The Statue of Liberty)의 숨이 멎을 듯한 전경을 음미해보세요.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건너편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세관 청사(Alexander Hamilton U.S. Custom House) 내부의 
아메리카 인디언 국립 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을 방문해보
세요. 박물관 옆에는 맨해튼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 공원인 볼링 그린(Bowling Green)이 있습니
다. 이곳에서 자갈이 깔린 스톤 스트리트(Stone Street)를 걸어보세요. 맨해튼의 가장 오래된 거
리 중 하나입니다. 펄 스트리트(Pearl Street)와 워터 스트리트(Water Street)를 거닐다가 업타
운 센트럴 파크 웨스트(Central Park West)의 뉴욕 역사 협회(New-York Historical Society)
로 가보세요. 뉴욕시의 역사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로어 맨해튼으로 돌아와 
스테이크와 베이크드 알래스카(Baked Alaska) 디저트로 유명한 델모니코스(Delmonico’s)에
서 저녁 식사를 즐겨보세요.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교

숙박: 뉴욕주 뉴욕시

뉴욕주 뉴욕시
7일 차

소요 시간: 2시간, 거리: 152km

뉴욕주 뉴욕시 출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도착 
8일 차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를 떠나 영국의 섬 ‘저지(Jersey)’를 따라 이름지어진 뉴저
지주로 갑니다.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중간에 있는 킹스 고속도로(Kings Highway) 옆에 위치
한 프린스턴은 1746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한 곳,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가 있는 곳입니다. 시내를 걸어다니며 베인브리지 하우스(Bainbridge House)를 
들러보고 1756년 준공 당시 뉴저지주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나소홀(Nassau Hall)을 구경해
보세요. 모르벤 뮤지엄 앤 가든(Morven Museum and Gardens)은 수년간 뉴저지주 주지사의 
저택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뉴저지주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나소 스트리트 시푸
드 앤 프로듀스 컴퍼니(Nassau Street Seafood & Produce Co.)에서 굴 포보이 샌드위치나 피
쉬 앤 칩스를 먹어보세요. 프린스턴을 구경하며 야외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차로 15분 
이동하여 트렌턴(Trenton)에 들러 올드 배럭스 박물관(Old Barracks Museum)을 방문해보세
요. 올드 배럭스 박물관은 본래는 영국 군인을 수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뉴저지주
의 역사와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트렌턴을 떠나 
윌리엄 펜(William Penn)이 세운 펜실베이니아주에 진입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첫 정착지
는 필라델피아였고, 필라델피아는 식민지 시대 미국의 최대 도시 중 하나이자 1790년부터 1800
년까지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숙박: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기념관(Independence Hall), 자유의 종(Liberty Bell), 미합중국제일은행(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 건물이 있는 독립국립역사공원(Independence National 
Historical Park)에서 필라델피아 투어를 시작해보세요. 자유의 종 앞에서 사진을 찍고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문이 채택된 독립기념관을 방문해보세요. 필라델피아의 역사 지구는 올드 시티
(Old City)와 소사이어티 힐(Society Hill)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특한 레스토랑, 부티크 및 
미술관의 중심지입니다. 점심을 먹기에 훌륭한 시티 태번(City Tavern)은 전통적인 음식과 식민지 
시대의 의상을 갖춰 입은 웨이터 덕분에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식당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 
미국독립혁명박물관(Museum of the American Revolution)을 관람한 다음 소사이어티 힐로 
이동하여 이 지역의 수많은 1700년대 건물을 구경해보세요. 가는 길에, 윌리엄 펜이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지점인 펜스 랜딩(Penn’s Landing)에 들러보세요. 올드 오리지널 북바인더스
(Old Original Bookbinders) 레스토랑 건물에 자리한 올드 바(Olde Bar)는 식사하기 좋은 
곳입니다. 현지 해산물, 특히 생굴 또는 튀긴 굴과 시그니처 칵테일을 맛보세요.  

펜실베이니아주 자유의 종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9일 차 

숙박: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요 시간: 4시간 45분, 거리: 410km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출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도착 
10일 차 

필라델피아에서 남쪽의 델라웨어주로 이동하여 윌밍턴(Wilmington)을 거쳐 뉴캐슬(New 
Castle)로 갑니다. 조약돌 거리가 눈에 띄는 이 아름다운 강변 마을은 식민지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뉴캐슬의 골목길과 거리를 거닐면서 아스날(The 
Arsenal)과 뉴캐슬 코트 하우스 뮤지엄(New Castle Court House Museum)을 둘러보세요. 체
서피크만(Chesapeake Bay)에 있는 메릴랜드주와 메릴랜드주의 주도, 아나폴리스(Annapolis)
로 출발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군대에서 사임한 장소인 메릴랜드주의회(Maryland State 
House)를 방문해보세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별명인 ‘Virgin Queen(처녀 여왕)’에서 그 이
름이 비롯된 버지니아주의 주도, 리치먼드로 이동해보세요. 다양한 기념비, 동상, 아름다운 건물
들이 즐비한 모뉴먼트 애비뉴(Monument Avenue)를 따라 산책해보고 1737년 리치먼드가 설
립된 처치 힐(Church Hill) 주변을 거닐어 보세요.

숙박: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상을 입은 사람들과 얘기해보세요. 콜로니얼 파크웨이를 따라 독립전쟁을 성공적
으로 종결시켰던 격전지인 요크타운으로 이동해보세요. 군대 야영지와 다양한 역
사적 전시물을 보유한 미국혁명박물관(American Revolution Museum)을 관
람해보세요. 첫 식민지 이주자들이 상륙했던 곳이자 현재는 버지니아 비치의 일
부인 케이프 헨리(Cape Henry)로 출발하세요. 케이프 헨리 기념지 십자가(Cape 
Henry Memorial Cross)에서 식민지 이주자들이 해변을 통해 진입했던 역사적 
장소를 관람하세요. 저녁 식사 전에 버지니아 비치의 보드워크를 따라 느긋하게 
산책해보세요. 

리치먼드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와 제
임스타운(Jamestown)은 초기 버지니아주의 주도였습니다. 영국인이 아메리
카 대륙에 건설한 최초의 개척지인 제임스타운에서는 초기 식민지 주민들을 기
념하는 공간인 케이프 헨리 기념지(Cape Henry Memorial)를 방문해보세요.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해놓은 역사 박물관인 제임스타운 세틀먼
트(Jamestown Settlement)에서 당시 정착민들의 삶을 체험해보세요. 1699
년도 버지니아주의 주도가 된 윌리엄즈버그(Williamsburg)와 제임스타운 및 
요크타운(Yorktown)을 연결하는, 경관이 뛰어난 공원 도로 콜로니얼 파크웨
이(Colonial Parkway)를 따라 가세요. 윌리엄즈버그에서는 거버너스 팰리스
(Governor’s Palace)를 포함한 아름답게 복원된 건물을 구경하면서 당시의 의

소요 시간: 2시간, 거리: 172km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 정착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출발,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도착 
11일 차 

숙박: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 뱅크스

경관이 뛰어난 대서양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 뱅크스(Outer 
Banks)에 있는 로어노크섬(Roanoke Island)을 관광해보세요. 식민지 시대의 놀라운 미스터
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1587년 월터 롤리 경(Sir Walter Raleigh)에 의해 설립된 로어노크섬은 
그곳에 정착한 식민지 주민들의 흔적도 없이 버려진 채로 159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대서양과 케이프피어강(Cape Fear River)사이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까지 계속 
해안 드라이브를 즐겨 보세요. 리버워크(Riverwalk)를 따라 역사 지구를 거닐어 보세요. 시청
과 벨라미 맨션(Bellamy Mansion)을 구경한 다음, 강이 내려다 보이는 많은 레스토랑 중 한 
곳을 골라 저녁 식사를 즐겨 보세요.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출발,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도착
12일 차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출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도착 

숙박: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계속해서 대서양 연안을 따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하세요. 화물선이 물품을 남쪽으로 운
반하는 주요 운송 수단이 되자 이곳은 블랙비어드(Blackbeard), 앤 보니(Anne Bonny)와 같
은 해적이 가장 좋아하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리틀 비치(Little Beach)에서 그랜드 스트랜드
(Grand Strand)로 알려진 조지타운(Georgetown)까지 펼쳐져 있는 해안선은 작은 만들로 수
놓아져 있습니다. 민간 설화에 의하면 해적들은 이 지역의 습지와 섬에 보물을 숨겼다고 합니
다. 그랜드 스트랜드 중심부에는 머틀 비치(Myrtle Beach)와 천혜의 해변이 있습니다. 더 남쪽
으로 이동해서 식민지 시대의 중요한 항구였던 조지타운을 찾아보세요. 시계탑으로 유명한 하
버워크(Harborwalk)와 올드 마켓 빌딩(Old Market Building)을 구경한 다음, 하버워크 부근
의 많은 레스토랑 중 한 곳을 골라 멋진 전망과 함께 점심을 즐겨 보세요. 그 다음, 과거 찰스타
운(Charlestown)으로 불렸던 찰스턴으로 이동하세요. 찰스턴은 1670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최초의 정착지로, 찰스 2세를 기리며 명명되었습니다. 찰스타운은 식민지에서 가장 중요한 수
출 항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3일 차

숙박: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소요 시간: 3시간 30분, 거리: 283km

소요 시간: 4시간 30분, 거리: 465km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점심 식사 후, 미들턴 플레이스(Middleton Place 
National Historic Landmark House and Museum)로 운전해서 이동합
니다. 과거 쌀 농장이었던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경 정원이 있는 곳
입니다. 허스크 레스토랑(Husk Restaurant)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정통 남
부 음식을 맛보세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역사사회박물관(South Carolina Historical Society 
Museum)에서 유물과 전시물을 먼저 관람하면서 찰스턴의 워터프론트 파
크(Waterfront Park)와 역사 지구를 구경해보세요. 노예 경매장이었던 오
래된 건물 안에 있는 옛 노예 시장 박물관(Old Slave Mart Museum)은 과
거 노예들의 사연과 이들이 남부 지역이 성장하고 부유해지는 데 어떤 역할
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올드 익스체인지 앤 프로보스트 던전(Old Exchange 
and Provost Dungeon)은 찰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유령
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해적, 노예, 남부 여성의 이야기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숙박: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14일 차



소요 시간: 2시간 15분, 거리: 17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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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주 치페와 광장

어업이 발달하여 피쉬타운(Fishtown)이라고 불렸던 보퍼트(Beaufort)와 찰스타운에 상륙하는 
선박들의 정박지였던 포트 로열(Port Royal)을 통과해 남쪽으로 가세요. 포트 로열 해협(Port 
Royal Sound)를 건너, 한때는 면 공장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휴양지가 된 힐턴 헤드 아일랜드
(Hilton Head Island)로 가보세요. 힐턴 헤드 아일랜드에서 주 경계를 가로질러 차로 조금 이동
하면 13개의 식민지 중 마지막 식민지이자 현재는 조지아주가 된 서배너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서배너에는 22개의 아름다운 광장이 있습니다. 서배너의 역사 지구에는 치
페와 광장(Chippewa Square)과 영국 장군이자 조지아 식민지의 설립자였던 제임스 오글소프
(James Oglethorpe)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리버 스트리트(River Street)를 구경하고 강가가 내
려다보이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즐겨 보세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출발, 
조지아주 서배너 도착  
15일 차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돌아가서 ‘퀸 시티(여왕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조지 왕 3세의 왕비의 이
름을 따서 명명된 샬럿으로 이동합니다. 샬럿 왕비의 고향인 독일 본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메
클렌부르크 카운티(Mecklenburg County)에서 1774년도에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오래된 
건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히스기야 알렉산더 홈사이트(Hezekiah Alexander Homesite) 부지
로 가보세요 이곳에 있는 샬럿 역사박물관(Charlotte Museum of History)에서 이 지역의 다채
로운 역사를 공부해보세요.

소요 시간: 3시간 45분, 거리: 405km

조지아주 서배너 출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도착 
16일 차

숙박: 조지아주 서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