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팬이라면 1912년 메이저리그에서 
9번이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보스턴 레드삭스(Boston Red Sox)
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Fenway 
Park) 방문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의 도보 투어에 참여해 
11.3m 높이의 유명한 그린 몬스터
(Green Monster) 벽에서 레프트 
필드를 내려다보세요. 숙련된 가이드가 
설명하는 스타디움의 짜릿한 역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약 
33km 떨어진 폭스버러(Foxborough)
에는 내셔널 풋볼 리그(NFL)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New England 
Patriots)의 홈경기장인 질레트 스타디움
(Gillette Stadium)이 있습니다. 이 
스타디움은 투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번의 슈퍼볼(Super Bowl) 챔피언 경기가 
열리는 가을에 홈경기 스케쥴과 맞춰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게임 티켓을 
구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심의 더 그레이티스트 바
(The Greatest Bar)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해보세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는 
4층에 걸쳐 설치된 여러 개의 TV 화면을 
통해 현지에서 열리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숙박: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미국의 상징적인 스포츠 경기장,  
Inside the USA’s Iconic Sports Stadiums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프루덴셜 빌딩

 매사추세츠주 – 뉴욕주 – 뉴저지주 – 펜실베이니아주 – 메릴랜드주 – 
오하이오주 –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포츠 경기장을 둘러보고, 실제 경기도 관람해보세요. 경기가 예정
되어 있지 않은 날에도, 일부 야구장과 스타디움은 신나는 비하인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이 투
어를 통해 갖고 싶었던 기념품도 얻고 스포츠 영웅들이 경기했던 필드에 직접 서 볼 수 있습니
다.  기차, 자동차 또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미국 스포츠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이 경기장들을 방
문해보세요.



브롱크스(Bronx)의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um)을 방문하여 
유명한 프로 야구팀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와 27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대해 알아보세요. 비하인드 투어에 참여하여 
야구 기념물들을 감상하고 스타디움의 역사를 알아보세요. 지식이 
풍부한 가이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투어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뉴욕 양키스 
박물관(New York Yankees Museum), 더그아웃, 모뉴먼트 파크
(Monument Park)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경기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경기 시작 90분 전에 박물관에서 ‘핸즈 온 히스토리(Hands 
on History)’ 체험에 참여해보세요. 베이브 루스(Babe Ruth)와 
스즈키 이치로(Ichiro Suzuki)의 경기용 야구방망이, 미키 맨틀(Mickey Mantle)의 저지, 야구공, 월드시리즈 
챔피언 반지 등을 직접 만져보며 과거와 현재의 모든 양키스 전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티켓은 없지만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다면 스타디움 근처의 스탠스 스포츠 바(Stan’s Sports Ba)를 방문해보세요. 맨해튼의 
중심에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의 메카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을 방문해보세요. 
새로운 ‘올 액세스 투어(All Access Tout)’에 참여하여 진정한 뉴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농구팀 뉴욕 
닉스(New York Knicks), 하키팀 뉴욕 레인저스(New York Rangers) 등 뉴욕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팀의 
홈경기장이자 육상, 복싱, 승마 등 다른 종류의 경기 역시 개최되는 곳입니다. 숙박: 뉴욕주 뉴욕시

양키스 외에도, 뉴욕에는 퀸스(Queens) 자치구의 시티 필드(Citi Field)에서 뛰고 있는 또 다른 훌륭한 
야구팀인 뉴욕 메츠(New York Mets)가 있습니다. 투어를 통해 메츠 명예의 전당 및 박물관(Mets Hall of 
Fame and Museum), 필드, 더그아웃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체험형 전시물, 비디오, 기념품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은 또한 프로 미식축구팀인 뉴욕 자이언츠(New York Giants)와 뉴욕 제츠(New 
York Jets)의 연고지로, 둘 다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East Rutherford) 근처 미도우랜즈 스포츠 컴플렉스
(Meadowlands Sports Complex)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MetLife Stadium)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가이드 
투어를 통해 필드를 걸어보거나 고급 스위트룸과 기자석을 포함한 다른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숙박: 
뉴욕주 뉴욕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뉴욕주 뉴욕시로

뉴욕주 뉴욕시

월드시리즈 챔피언을 두 번 차지한 필라델피아 필리스(Philadelphia Phillies)가 사우스 필라델피아 스포츠 
컴플렉스(South Philadelphia Sports Complex)의 시티즌즈 뱅크 파크(Citizens Bank Park)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2004년에 개장한 이 화려한 야구장에 방문하면 먼저 시청각자료를 통한 설명을 들은 뒤 더그아웃, 
방송 부스, 명예의 전당 클럽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수많은 음식 판매대에서 
판매하는 필라델피아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를 맛보세요. 필라델피아는 또한 2018년 
슈퍼볼 챔피언을 차지한 필라델피아 이글스 (Philadelphia Eagles)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링컨 파이낸셜 
필드(Lincoln Financial Field) 투어에서는 필드, 라커룸, 경기 후 인터뷰실, 기자석, 방송 부스, 스위트룸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게임 티켓을 구할 수 없다면 웰스 파고 센터(Wells Fargo Center)에서 음식 및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엑스피니티 라이브!(Xfinity Live!)를 즐겨 보세요. 숙박: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뉴욕주 뉴욕시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뉴욕주 뉴욕시의 양키 스타디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즈

캠든 야즈(Camden Yards)에서 월드시리즈 3회 우승팀인 볼티모어 오리올스(Baltimore Orioles)의 홈구장인 
오리올 파크(Oriole Park)를 탐험해보세요. 1992년 역사적인 도시 중심부에 개장한 이 현대적인 스타디움은 
전통적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디움은 전설적인 뉴욕 양키스 선수인 베이브 루스의 
탄생지와 박물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의 이전 집터는 현재 오리올 파크의 센터 
필드가 되었습니다. 오리올 파크 투어에 참여하여 고급 스위트룸과 스코어보드 컨트롤 룸에서 더그아웃까지 
구장의 모든 매력을 만끽해보세요. 볼티모어의 또 다른 프로팀은 볼티모어 레이븐스(Baltimore Ravens)로, 두 
번의 슈퍼볼 챔피언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팀은 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즈 근처의 M&T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투어에는 라커룸과 필드 견학이 포함됩니다. 경기 일에 경기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캠든 
야즈 건너편에 위치한 피클스 펍(Pickles Pub)입니다. 숙박: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로

워싱턴 내셔널스(Washington Nationals)는 2008년에 새로운 경기장인 내셔널스 파크(Nationals Park)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내셔널스 파크는 해군 조선소(Navy Yard)와 인접해 있으며, 워싱턴 캐피털 리버프런트
(Capitol Riverfront)의 중심지입니다. 투어에 참여하면 불펜에서 공을 던져보고, 럭셔리 스위트룸을 둘러보고, 
더그아웃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세 번이나 슈퍼볼 챔피언이었던 워싱턴 레드스킨스
(Washington Redskins)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레드스킨스는 워싱턴 D.C.에서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메릴랜드의 페덱스 필드(FedEx Field)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투어에 참여하여 이 야구장과 콘서트장을 
둘러볼 수 있지만, 여행 계획 단계에서 미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캐피털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에서 세 블록 떨어진 펜스 쿼터 스포츠 바(Penn’s Quarter Sports Bar)는 TV 중계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캐피털 원 아레나는 하키팀 워싱턴 캐피털스(Washington Capitals)와 농구팀 워싱턴 위저즈
(Washington Wizards)가 경기를 펼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숙박: 워싱턴 D.C.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워싱턴 D.C.로



월드시리즈 5회 우승팀인 피츠버그 파이리츠(Pittsburgh Pirates)는 노스 쇼어 리버프런트 공원(North Shore 
Riverfront Park) 인근 앨러게니강(Allegheny River) 강변에 지난 2001년 개장한 PNC 파크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PNC 파크는 파이리츠의 115년 역사상 다섯 번째 홈구장입니다. 90분이 소요되는 스타디움 투어는 
피츠버그 스카이라인의 장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그아웃, 배팅 케이지, 팝스 플라자(Pop’s Plaza), 
레거시 시어터(Legacy Theater)를 포함합니다. 피츠버그는 또한 NFL의 가장 오래된 경기 팀 중 하나인 풋볼팀 
피츠버그 스틸러스(Pittsburgh Steelers)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스틸러스는 PNC 파크에 인접한 하인즈 필드
(Heinz Field)에서 경기를 뜁니다. 여름에는 스타디움 투어를 통해 기념품을 소장하고 있는 페덱스 그레이트 
홀(FedEx Great Hall)과 스틸러스 명예의 전당(Steelers Hall of Honor)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전 스리 
리버스 스타디움(Three Rivers Stadium)에서부터 있었던 라커와 외야석, 스틸러스가 받은 6개의 슈퍼볼 
트로피, 더그아웃, 필드 등을 둘러보세요. 숙박: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워싱턴 D.C.에서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

월드시리즈에서 두 번 우승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Cleveland Indians)는 클리블랜드 중심가에 있는 
게이트웨이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Gateway Sports and Entertainment Complex)의 
프로그레시브 필드(Progressive Field)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여름의 비하인트 투어에서는 날씨와 관계없이 
더그아웃, 배팅 케이지, 팬 케이브(Fan Cave), 코너 바(Corner Bar), 기자석 등을 둘러봅니다. 풋볼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Cleveland Browns)는 레이크 이리(Lake Eerie) 제방에 위치한 퍼스트에너지 스타디움
(FirstEnergy Stadium)에서 홈경기를 펼칩니다. 현재 투어는 제공되지 않지만, 홈경기 스케쥴에 맞춰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세 시간 일찍 도착하면 도그 파운드 드라이브(Dawg Pound Drive) 지역에서 
열리는 가족 친화적인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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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이티드 센터(United Center)에서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가 농구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구경해보세요. 밖에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팀에 6번의 우승을 안겨준 명예의 선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키팀 시카고 블랙호크스(Chicago Blackhawks)는 불스와 연고지가 같습니다. 
컵스 외에도 시카고 화이트삭스(Chicago White Sox)가 연고지를 공유하며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South Side)
의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Guaranteed Rate Field)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시카고는 스포츠 바로도 유명합니다. 
TV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올드 타운 푸어 하우스(Old Town Pour House)로, 여러 대의 TV, 90
여 종의 맥주, 비디오와 음악을 틀어주는 DJ가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숙박: 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리노이주 시카고

1914년부터 야구팀 시카고 컵스(Chicago Cubs)의 유서 깊은 연고지였던 리글리 필드(Wrigley Field)는 
시카고 노스 사이드(North Side)에서 꼭 봐야 할 명소입니다. 투어에 참여하면 컵스의 더그아웃과 필드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경기 일정이 없는 날에는 야구장의 유명한 담쟁이덩굴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보세요. 도시 건너편에서, 풋볼팀 시카고 베어스(Chicago Bears)는 레이크 미시간(Lake Michigan) 옆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Lake Shore Drive)에 위치한 솔저 필드(Soldier Field)에서 홈경기를 펼칩니다. 유서 깊은 
경기장의 VIP 투어는 보병 동상, 라커룸, 1924년부터 이어져 온 콜로네이드 견학 외에도 필드를 직접 밟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숙박: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일리노이주 시카고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