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일정: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초목이 푸르른 

화산섬의 절경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섬의 

풍부한 역사와 역동적인 역사 유산입니다. 세인트토머스, 세인트존, 

세인트크루아의 독특한 개성을 발견해 보세요. 

 

 

세인트토머스 
추천: 5일 
 

 

세인트토머스(St. Thomas)는 섬 전체가 면세 쇼핑의 천국입니다. 샬럿 

아말리에(Charlotte Amalie) 다운타운의 좁은 거리에 늘어선 새단장한 덴마크식 

창고마다 고급 보석과 명품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늘어선 

다채로운 부티크와 선물가게들 앞으로는 꽃이 만발한 안뜰이 있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레드 후크(Red Hook)에서는 현지 예술가들의 작품과 편안한 휴양지 룩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 마운틴 탑(Mountain Top)에서는 주변 섬의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한 후 

기념품 쇼핑에 나서보세요. 여유로운 오후를 원하신다면, 그림 같은 매건스 만(Magens 

Bay)의 하늘빛 물에서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즐기거나 백사장에서 한가롭게 쉬셔도 

좋습니다. 코럴 월드 오션 파크(Coral World Ocean Park)를 찾아 수중 전망대에서 열대 

해양생물도 관찰하고, 반잠수정도 타보거나, 상어, 바다거북과 바다사자도 만나보세요. 

섬의 가파른 산세와 구불구불한 도로는 숨겨진 비경을 선사해 보는 내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입니다. 1933년에 지어진 드레이크 시트(Drake’s Seat)는 섬 중심부 근처의 

인기 전망대입니다. 샬럿 아말리에에서는 1700년대에 만든 거버먼트 힐(Government 

Hill)의 99개 계단에 올라 세인트토머스 하버(St. Thomas Harbor)의 전망을 감상해 

보세요. 크루즈 선박 부두 맞은편에는 파라다이스 포인트 트램웨이(Paradise Point 

Tramway)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360도 전망을 즐기며 열대 음료 한잔을 손에 들고 지는 

해를 향해 건배해보세요! 

 

 

  



 

세인트존 
추천: 2일 
 

세인트존(St. John) 여행의 출발점은 세인트토머스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불과한 

크루즈 베이(Cruz Bay)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몽구스 정크션(Mongoose Junction)은 

석조와 목조가 혼합된 아름다운 단지로, 수준급 예술품 및 수공예품 상점과 

캐주얼부터 파인 다이닝까지 맛집이 즐비합니다. 작은 레몬트리 몰(Lemon Tree Mall)의 

핑크 파파야(Pink Papaya)는 카리브 해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개방형 사파리 버스에 올라 트렁크 만(Trunk Bay)으로 가는 짧은 지그재그식 산길을 

달립니다. 산 풍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감탄하지 않고는 못 배길 바다가 기다립니다. 

스노클링 장비를 빌려 수중 트레일을 따라 가면서 산호와 열대어를 만나보세요. 

독특하고 조용한 코럴 베이(Coral Bay)의 마을에서 비공식 마을 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스키니 레그스(Skinny Legs)를 찾아보세요. 크루즈 베이로 돌아갈 때 

세인트존에서 가장 높은 보르도 산(Bordeaux Mountain)의 전망을 덤으로 보려면 

센터라인 로드(Centerline Road)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때 도로 한가운데에 당나귀와 

염소가 출몰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크루아 
추천: 2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섬인 세인트크루아(St. Croix)는 세인트토머스에서 

약 65km 남쪽에 있습니다. 현지인과 방문객은 수상 비행기를 타고 그늘이 드리워진 

보도, 석조 아치와 현지 군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레몬색의 포트 

크리스천스바에른(Fort Christiansvaern)이 있는 크리스천스테드(Christiansted) 

다운타운으로 갑니다. 섬의 또 다른 마을인 프레더릭스테드(Frederiksted)에는 

에스테이트 윔 박물관(Estate Whim Museum)의 노예 숙소, 그레이트 하우스(Great House), 

설탕 공장 등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스노클링과 다이빙 애호가라면 산호초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청정한 버크 아일랜드 리프 국립 천연기념물(Buck 

Island Reef National Monument) 스노클링 투어 예약을 잊지 마세요. 투어도 즐기고 

크루잔 럼 공장(Cruzan Rum Distillery)과 캡틴 모건 럼 공장(Captain Morgan Rum 

Distillery)에서 시음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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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brandusa.com/USAtripkit을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