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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남단의 낭만 키웨스트와 매력만점 마이애미 4일  

▶ 각지역 공항 도착 후 탑승 

 

▶ 마이애미 공항 오후 도착 

 

▶ 마이애미 관광 

 

◈ 베이사이드 마켓 

- 마이애미 항과 베이 프론트 공원사이의 선착장을 따라, 140여개의 상점들과 40여개의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마이애미의 대표 명소입

니다. 현지인과 관광객이 뒤섞여서 활기찬 분위기를 띠는 곳입니다. 마켓 안에 있는 백년이 넘은 거대한 반얀트리를 찾아보는것도 잊지

마세요.  

 

◈ 마이애미 별장 크루즈 탑승(1시간 30분) 

- 비스케인 베이, 마이애미 스카이라인, 마이애미 항구, 피셔 아일랜드, 마이애미 해변, 초호화 별장등을 관람합니다. 멋드러진 대형 크

루즈에서 편안하게 마이애미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 탑승 후 마이애미 해변으로 이동 

 

▶ 아트 데코 지역 및 오션 드라이브, 사우스 비치등 시내관광. 

◈ 아트 데코 디스트릭 : 사우스 비치 바로 옆에는 마이애미 해변 건축 디스트릭트가 있어, 한쪽에는 아름다운 해변을 다른 한쪽은 아트

데코 빌딩을 두고 산책할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역사지구중 한 곳으로,  20세기 초반에 아트데코식으로 지어진 900여개 정도의 

건축물들이 보존된 지역입니다. 파스텔톤의 색깔들의 조합과 군데군데 들어가 커브와 데코들이 보는이로 하여금 눈을 사로잡게 만듭니

다. 

 

◈ 오션 드라이브 

 

◈ 사우스 비치 

1인 지상비  US$1,399+항공 

포함사항 1. 일정상의 호텔비(2인1실) , 2. 식사비, 차량비, 기사/가이드비 , 3. 관광지 입장료  

불포함사항 
1. 기사/가이드 팁(1인당 $15/day), 2. 식사 TIP & 호텔 TIP(1인당 USD $1~$2 정도)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4. 독실사

용료 : $80/박당 5. 여행자 보험 6. 1일 석식 

비상연락처 
푸른투어 Office ☎ 201-778-4000 //☎ 플러싱지사 718-928-3333// 홍민정 실장 ☎ 201-708-5050 // 24시간 비상연

락처 ☎ 201-469-5555 

참고사항 

1.차량은 투어 인원에 따라 "인원별" 차량 제공됩니다. (7인승 밴/15인승 밴/중형버스/대형버스) 

2. 기사/가이드 팁은 1인당 1일 $15 입니다. (ex. 4박 5일 투어할 경우 - $15 X5일 = $75/1인) 

3.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투어 출발전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독실 사용시 1박당 $80 지불하셔야 합니다. 

5. 일정은 항공 및 현지도로, 기후 등 기타 제반사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각지역 공항 마이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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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조식후 가이드 미팅후 키 웨스트로 이동 (3시간 30분소요) 

 

◈ 7 마일 브릿지 

- 42개의 섬을 43개의 다리로 연결된 하늘과 바다가 맞 닿은듯한 경관을 내뿜는 7마일 길이의 다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

속도로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좌측은 대서양, 우측은 멕시코만을 가르며 키웨스트로 향합니다.  섬에서 섬으로 끝없이 펼쳐진 산

호초의 바다위에 다리를 걸쳐진 이 도로는 마치 바다위를 달리며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수 있을것입니다. 

 

◈ 키웨스트 

- 길이 6.4KM, 너비 1.6KM에 불과한 키웨스트를 미대륙의 땅끝마을, 1번도로의 시작, 수탉의 도시, 에메랄드 바다, 작가 어니스트 헤밍

웨이 등등 수많은 단어들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매력적이고, 기이하고, 매혹적인 키웨스트는 평온한 분위기와 뒤섞인 여유로운 

섬의 삶을 느낄수 있습니다. 매일 마다 멋진 향연이, 매 시간이 해피아워인 이곳에서 여유롭게 쿠바 스타일의 아이스커피 한 잔들고 키

웨스트를 탐험해 보세요. 

 

◎ 키웨스트 구석구석 누비기 포인트! 

◈ 어니스트 헤밍웨이 

- 키웨스트를 여행한다면 꼭 잊지않고 방문할 곳이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생가입니다.  키웨스트를 사랑한 헤밍웨이가 노인과바

다'외 여러 작품들을 집필했던 곳이기도하며, 6발가락을 가진 고양이들이 나른히 쉼을 얻는 곳입니다. 헤밍웨이의 생가안을 둘러보다보

면 헤밍웨이가 왜 그토록 키웨스트에 애정을 쏟았는지 알수있을것입니다. 

 

◈ 듀발 스트릿 

- 키웨스트 올드타운의 메인스트리트, 듀발 스트리트를 따라 천천히 구경하며 걸어보는것은 어떨까요?. 헤밍웨이의 단골집이였다는 슬

로피 조의 BAR와 키웨스트 특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여러상점들을 구경하는 재미는 또다른 매력으로 다가올것입니다.  

 

◈ 서던모스트 포인트 

- 쿠바까지 90마일이라는 표시와 함께 미국 남부의 최남단이라 가르키는 곳에서 사진 찍는것은 키웨스트를 가봤다 하는 사람이라면 

꼭! 꼭! 잊지말고 경험해야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드넓은 바다와 저멀리 보이기도 하는 

쿠바를 배경으로 서던모스트 포인트지점에서 사진찍어보는것은 어떨까요?  

 

◈ 키 라임(Key lime) 파이 

- 전세계의 사랑을 받는 디저트중 키 라임파이를 빼놓고 키웨스트를 설명을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키 라임의 과즙을 

가지고 만들어진 파이로, 라임의 진한맛과 함께 달콤함도 덤으로 선사할것 입니다. 쿠바스타일의 아이스커피와 함께 키 라임파이로 당 

충전을 하다보면 여행의 피로는 어느새 사라질것입니다. 

 

▶ 마이애미로 이동(3시간 30분 소요) 

 

▶ 석식 후 호텔에서 휴식 및  자유시간  

2일차 

마이애미 키웨스트 마이애미 

HOTEL : HILTON 또는 동급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자유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HOTEL : HILTON 또는 동급   

조식 :    X                                          중식 :  X                                          석식 :   특식 라틴 고기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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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 후 가이드 미팅 후 윈우드 월스로 이동 

 

◈ 윈우드 월스 (WYNWOOD WALLS) 

- 컬러풀한 그래피티를 감상할 수 있는 도시 속 예술작품 마이애미의 윈우드! 원래 쇠락한 동네였던 윈우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

되어 지금의 핫한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예술적인 벽화들은 물론, 심지어 길바닥에도, 전봇대에도 작품들이 가득한 곳을 둘

러보는것은 색다른 마이애미를 느끼시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 리틀 하바나 관광 

- 휴양지 속의 작은 쿠바를 느낄수 있는 리틀 하바나는 조국을 떠난 쿠바인들이 마이애미에 자리 잡으며 그들만의 문화적 색채를 녹여

낸 곳입니다. 마이애미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동네로도 손꼽히며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라틴음악과 상점들을 구경함으로써 풍부한 볼거

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답니다. 리틀 하바나만의 문화를 기리기위해 2002년부터 길거리 곳곳에 전시해놓은 거대하고 

4일차 

마이애미 MIA 공항 뉴욕/뉴저지  공항 

HOTEL :  HILTON 또는 동급  

조식 :    현지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현지식                                      

▶ 조식 후 가이드 미팅 후 로 출발 

 

◈ 빌트모어 마이애미 코랄 게이블 

- 1920년대 지어진 호텔로서 고풍스런 화려함과 아름다운 건축미를 곁들인 곳 입니다. 한때 세계 2차대전 당시 병원으로도 사용되어졌

으면 미국 국립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어진 곳 입니다.  

 

※ 푸른특전 포함관광: 에버글래이드 관광 

- 에버글레이드 악어 농장- 늪과 강으로 이루어진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곳을 에어보트로(40분간)를 타고 각종 열대

수림, 악어, 거북이등의 파충류와 희귀한 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입니다. 인디안 생활상을 파악해 볼수 있는 곳도 둘러보고, 악어쇼 

관람도 합니다.  

 

◈ 포트 러더데일 

- 여유로우면서도 세련미 넘치는 해변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을 경험하려는 여행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포트로더데일 지역 이 전 세계 방

문객을 환영합니다. 해변에서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Florida Everglades)에 이르기 까지 새파란 하늘과 넘실대는 야자수, 미소 짓는 사

람들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수로가 수없이 많아 미국의 베니스라고도 불립니다.  

 

◈ 수상 트롤리 탑승 

- 마이애미 강을따라 8곳의 정거장을 들르는 워터 트롤리를 탑승하고 미국의 베니스라 불리는 포트 러더데일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할리우드 비치 

- 3.5km의 해변 산책로를 거닐며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도심 속 오아시스의 묘미를 즐길 기회가 넘쳐납니다! 

 

▶ 석식 후 호텔에서 휴식 및  자유시간  

3일차 

마이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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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풀한 수탉동상들을 찾아 함께 기념사진 찍어보는것도 잊지마세요! 

 

▶ 관광 후 공항으로 이동  

 

▶ 각 지역 도착 후 자유 해산   

HOTEL :  

조식 :    현지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