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일정: 시애틀과 태평양 북서부 지역 
 

세련되면서도 친근한 시애틀은 그림처럼 예쁜 태평양 북서부 지역 

여행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오르카스 섬 연안에서 물 위로 

뛰어오르는 고래를 보고, 페리 선상에서 환상의 바다 전망을 즐기며 

현대적인 대도시 포틀랜드의 분위기도 만끽해보세요.  

 

 

워싱턴 주 시애틀 
추천: 3일 
 

 

‘에메랄드의 도시’ 시애틀 탐방은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60m 높이의 전망대가 있고 그 바로 아래는 주변 

산과 섬, 시애틀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360도 전망의 회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1.6km를 걸으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이 나타납니다. 연중 운영하는 이 파머스 마켓에서 제과류와 신선한 농산물도 

보고 생선장수들이 생선을 던지는 진풍경도 구경해보세요. 1971년에 파이크 

플레이스(Pike Place)에 문을 연 이래 시애틀을 중심으로 커피하우스 붐을 일으킨 

스타벅스 1호점도 꼭 찾아보세요. 로큰롤 팬이라면 현대 음악의 성지인 놀라운 

건축물인, 익스피리언스 뮤직 프로젝트(Experience Music Project, EMP)를 놓치지 

마세요. 가족 단위로 오신다면 시애틀 수족관(Seattle Aquarium)과, 인체 및 자연 등에 

관한 인터랙티브 전시를 볼 수 있는 태평양 과학 센터(Pacific Science Center)를 

추천합니다.   

 

 

워싱턴 주 베인브리지 아일랜드 
추천: 3일 
 

시애틀에서 페리를 타고 서쪽으로 한 시간가량 가면 퓨젓 사운드(Puget Sound)를 건너 

아름다운 베인브리지 아일랜드(Bainbridge Island)가 나타납니다. 보트, 카약, 카누, 

낚시, 사이클링, 하이킹과 골프를 좋아하는 자연 애호가를 위한 완벽한 관문으로, 신선 

농산물, 꽃과 현지산 제품을 살 수 있는 토요 파머스 마켓은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의 



풍성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슬로 웨이(Winslow Way)를 산책하면서 현지 

작가들의 그림, 조각, 주얼리 등을 전시하는 섬의 여러 아트 갤러리도 들러보세요.  

 

 

워싱턴 주 산후안 제도 
추천: 3일 
 

페리로 시애틀로 돌아와서 북쪽으로 차를 달리면 아나코테스(Anacortes)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프라이데이 하버 페리(Friday Harbor Ferry)를 타고 172개의 섬과 산호초로 

이루어진 절경의 산후안 제도(San Juan Islands)로 가보세요. 섬마다 이름이 있는데, 

가장 큰 섬은 산후안(San Juan), 오르카스(Orcas), 로페즈(Lopez), 쇼(Shaw)이며 시설도 

훌륭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오르카스를 보고, 섬을 자전거나 카약으로 돌아보는 

기억에 남을 보트 여행도 해보세요. 프라이데이 하버의 산후안 제도 미술관(San Juan 

Islands Museum of Art)을 거닐면서 현지 문화와 역사도 음미합니다. 산후안 아일랜드 

로스팅 컴퍼니(San Juan Island Roasting Company) 같은 섬 내 커피숍에서 커피 향과 

함께 프라이데이 하버 전망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워싱턴 주 레이니어 산 국립공원 
추천: 2일 
 

프라이데이 하버를 건너 아나코테스로 돌아가 다시 남쪽으로 5시간 차를 몰아 

레이니어 산 국립공원(Mt. Rainier National Park)으로 갈 차례입니다. 빙하로 덮인 

4,392m 높이의 활화산에 서면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km에 불과한 

단거리부터 32km의 장거리까지 등산로가 다양해 수천 명이 매년 이 공원을 찾습니다. 

겨울이면 크리스털 마운틴 리조트(Crystal Mountain Resort)를 찾아 스키화를 챙겨 신고 

58개의 잘 다듬어진 코스를 활주해 보세요.  

 

 

오리건 주 포틀랜드 
추천: 3일 
 

레이니어 산 지역에서 차를 몰아 남쪽으로 2시간 반을 달리면 오리건 주 최대의 도시 

포틀랜드(Portland)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컬럼비아 강(Columbia River)과 윌래밋 

강(Willamette River)을 끼고 걸어 다니기 좋은 이 도시는 커피하우스, 수제 맥주 펍과 

서점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미식 기행부터 고스트 투어까지 다채로운 주제의 도보 



투어를 해보세요. 세계 최대의 독립 서점인 파월스 시티 오브 북스(Powell’s City of 

Books)는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팜투테이블 레스토랑을 찾은 후에는 

크리스털 볼룸(Crystal Ballroom), 알렌 슈니처 콘서트 홀(Arlene Schnitzer Concert Hall) 

또는 소규모 클럽을 찾아 포틀랜드의 라이브 음악 열기를 직접 느껴보세요. 포틀랜드 

동쪽으로 48km 거리에는 환상의 절경과 폭포를 보며 하이킹을 즐기기 좋은 후드 산 및 

컬럼비아 강 협곡 국립경관지역(Mt. Hood and the Columbia River Gorge National Scenic 

Area)이 있습니다. 혹은 동쪽으로 90분 거리에 있는 후드 산(Mt. Hood)에서 하이킹, 

캠핑, 낚시, 스키 등으로 연중 자연을 즐겨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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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brandusa.com/USAtripkit을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