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lusive

a
d
i
r
o
l
F
y
r
o
t
S
l
e
v
a
r
T
Real

헤밍웨이는 여행을 지극히 사랑했던 낭만주의자이
다. 지구촌 곳곳에 그의 족적을 새겨 놓았다. 플로리
다는 헤밍웨이가 편애했던 여행지다. 지금도 플로
리다의 해변에 서면 20세기 최고의 여행 마니아가
10년 넘게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를 곧 깨닫게
된다.
사진·글/이진욱 기자,
협찬/유나이티드 항공, TIA(The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플로리다에서 CSI 마이애미 과학수사대를 떠올린 건 우연이 아니다. 감각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빛과 바람이 여느 곳과 다르다. 익숙했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새로움으로 다가온다. 여행자에게 이보다 더 근사한 경험은 없다.

Beach Florida
도 아니다. 철없이‘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서도 아니다. 분하고 아쉽기는
하지만 관광 자원은 국토의 넓이에 비례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에도 역사
유물이 많고 감탄할 만한 자연환경이 많지만 국토가 좁아 사계절을 넘나
드는 다양한 볼거리는 부족한 편이다.
유럽 여행에서 학창 시절 읽었던 세계사 책의 기억을 되새김질할 수 있다
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광활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정작 특정 도시보다는 자동차로 대륙을 횡단
또는 종단했던 기억을 제일로 꼽는다. 그동안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
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미국의 풍경을 보며 더
없는 새로움과 색다름을 경험한다.

당신의 3번째 미국 여행지, 플로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동·서부 지역을 1순위로 꼽
는다. 지난해 대한항공이 웹사이트 회원 2천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미국 여행지로 뉴욕이 꼽혔으며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
분 직항편이 있기 때문에 여정이 편할 뿐 아니라 볼거리도 많아서 미국에
처음 가는 사람이라면 여행지로 정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미국 여행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고층빌딩의
스카이라인은 이미 뉴욕에서 보았고 할리우드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로스
앤젤레스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만약 세 번째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
다면 플로리다, 중부 내륙, 알래스카 중에서 고르는 것이 좋다. 화려한 대
도시보다는 이곳들에서 미국의 속살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에서도 플로리다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사계절 여행지로 적합하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에서 항공기로 4~5시간 소요되

플로리다 서남부 여행술(旅行術)

는 플로리다는 인구 1천671만 명, 면적 15만1천714㎢로 미국 50개 주 가운
데에서 중간 정도 크기이다. 기후는 온대에서 열대까지 이어져 있다. 위도
상으로는 타이베이, 오키나와 등과 비슷한 위치이지만 습도는 낮은 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로리다를 여행하기란 쉽지 않다. 직항편이 없어서 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
과 비교해 여행 정보도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도시들이 미국 여행 1순위로 꼽힌다. 하
지만 만약 세 번째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소 모험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깊숙이 박
혀 있는 미국의 속살을 보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

동안 까다로운 입국 절차로 악명 높았던 미국이 최근 각광 받는 여행지로 변신하고 있다. 까다로운 비

자 제도, 불친절한 입국 심사, 살벌한 보안 검색 등 미국 국경을 넘어본 여행자라면 한두 가지 불쾌한

추억을 경험하곤 했다. 어디 그뿐인가. 하와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미국 내 여행지들은 자국민으

로도 넘치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눈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

람들은 매년 80만 명 이상이 미국을 찾는다. 물론 일본인 방문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소요 시간, 비자, 여행 경
비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시행으로 앞으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여행지로서 미국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전쟁 때 미국이 도와줘서도 아니고, 할리우드 영화가 재미있어서

플로리다 서부 해안 도시들은 한가하며 조용하다. 관광객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많아
서 유흥 시설도 별로 없다. 대도시 해변의 화려함을 기대하고 방문했다가는 실망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플로리다 여행의 매력은‘느긋함’에 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허겁
지겁 옮겨다니기보다는 한 곳에 머물면서‘한가한 오후’를 즐기는 것이 좋다.

어서 여행하기에도 쾌적하다.

로 이용해 현지에서는 유명한 곳이다.

주도(州都)는 북부 탤러해시(Tallahassee)이지만 최대 도시는

포트마이어스는 서남부 지역의 다른 소도시보다 볼거리가 많다. 그중

마이애미(Miami)이다.

‘에디슨과 헨리 포드의 겨울 별장’은 꼭 가보아야 할 장소

플로리다 여행은 먼저 공항을 잘 선택해야 한다. 가족을 동반

로 꼽힌다. 에디슨의 흔적이야 미국 곳곳에 있지만 생애 마

해 자동차로 플로리다를 여행하려는 경우라면 마이애미보다

지막 모습들이 남아 있기에 방문할 가치가 있다. 아이를 동

는 올랜도를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광지들이

반했다면 교육 목적에서라도 1순위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주로 중부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올랜도를 기점으로 서

포트마이어스의 또 다른 명소는 셸 팩토리(Shell Factory)다.

남부 해변으로 내려가 마이애미를 거쳐 다시 동북쪽으로 올

시내 도심 북쪽에 있는 셸 팩토리는 조개, 화석, 자수정 등 지

라가는 것이 좋다.

역 특산물로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주
민들로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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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고 조용한 서남부 해변

최근 셸 팩토리는 내부 시설을 새롭게 단장했다. 네이처 파크

누구나 플로리다 하면 마이애미 해변부터 떠올린다. 워낙 대

(Nature Park) 공원에는 동물원, 식물원, 환경 교육 센터가 있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TV 외화나 영화 촬영지로 많이 알

어서 관람객이 플로리다에서 자라는 생물들을 자세히 관찰할

려진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는 마이애미는 좋은

수 있다. 이밖에 아케이드 게임, 물놀이 시설도 있어 어린이들

모습이 아니다. 언제나 떠들썩하고 향락적이며 각종 사고로

에게 인기가 높다. 공원 안에는 플로리다 서남부에서 제일 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영화‘스카페이스’에

해산물 레스토랑과 쇼핑센터도 있다.

서 알 파치노가 갱으로 활약한 곳도 마이애미이고 최근 인기

포트마이어스에서 다리를 건너면, 유명한 사니벨(Sanibel) 섬으

를 끌었던‘CSI’외화 시리즈도 이곳이 배경이다.

로 연결된다. 과거 사니벨 주민들은 다리가 건설되면 외부인들이 많이

은 피하자. 플로리다까지 와서 이런 음식을 먹기에는

하지만 플로리다 해변의 본 모습은 마이애미와 다르다. 대도

들어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할 만큼 다리 건설

너무 억울하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관광안내소나

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한적하고 쾌적하다. 속살을 제대로 보

을 격렬히 반대했었다. 40년 간의 소송 끝에 다리가 건설됐지만 이곳 해

고 싶다면 남서쪽 도시들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올랜도에서

변에서는 살아 있는 조개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되는 등 규제 사항이 많다.

서쪽 해안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사라소타(Sarasota)에

플로리다 서부 해안 여행은 네이플스(Naples)와 마르코 아일랜드(Marco

도착한다.

Island)에서 끝이 난다. 그 아래쪽부터는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사라소타는 과거 조그만 어촌이었지만 기후가 좋고 주변 환

(Everglades National Park)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고 마이애미, 키 웨

경이 깨끗해 현재는 은퇴자들이 거주지로 선호하고 있다. 인

스트(Key West)가 있는 동남쪽으로 가야 한다.

구가 5만 명을 조금 웃돌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한적한 모습

네이플스와 마르코 아일랜드는 플로리다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

이다. 아침에 일어나 해변으로 나가보자.

역으로‘플로리다의 플로리다’라고도 불린다. 휴일에는 정작 관광객들

사타소타 해변들은 현지에서도 청정 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보다는 가족과 함께 방문한 플로리다 주민들이 눈에 많이 띈다. 해변 옆

깨끗하며 특히 손으로 잡히지 않을 만큼 고운 모래로 유명하

에는 쇼핑센터, 호텔 등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쇼핑 장소로

다. 그중에서도 시에스타(Siesta) 해변이 관광객이나 현지인

는 도심에 있는 워터 사이드(Water Side)나 더 빌리지(The Village), 틴 시

들에게 가장 사랑받는다.

티(Tin City) 등이 인기가 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 해변의 모래를‘설탕 같은 모래’라고 표

서부 해안 도시 여행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선 여행 계획을 잘 세

현한다. 하지만 설탕보다도 입자가 고와서 밀가루가 더 적당

워야 한다는 점이다.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

할 것 같다. 햇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다. 더욱이 남쪽 끝 마이애미나 키 웨스트까지 갈 계획이라면 일정이 더

선탠 의자와 수건을 들고 하나 둘씩 해변에 나타나기 시작한

욱 중요하다. 또한 숙박 예약도 미리 하는 것이 좋다.

다. 이곳에서는 대도시 해수욕장 같은 화려함과 떠들썩함을

이곳 호텔에는 현지인들도 많이 투숙하기 때문에 여름철 성수기 때는 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적하다 못해 심심하기까지 하

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바닷가 도시 특성상 요금도 비싸므로 여행 출발

다. 철 지난 동해의 해변과 비슷한 느낌이다.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자동차를 대여할 계획이라면 컨

사라소타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정도 내려가면 포트마이

버터블(Convertible) 승용차보다는 일반 승용차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어스(Fort Myers)에 닿는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생소할지 모

(SUV)을 추천한다. 컨버터블 승용차는 보험료, 대여료가 비싸고 운전자

르지만, 미국 프로야구 팀들이 겨울철만 되면 전지훈련 장소

가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

미국 여행에서 음식 선택은 곤혹스럽다. 메뉴가 다양
하고 가격까지 저렴하다. 다만‘맥도널드’나‘버거킹’

쇼핑몰에 있는 음식점 안내서를 참조하자. 비싸지 않
고 맛있는 음식점 정보들이 가득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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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총집합!
Theme Park in Orlando
플로리다 올랜도는 세계 제일의 테마파크 왕국이다. 월트 디즈니 월
드 리조트(Walt Disney World Resort),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
(Universal Orlando Resort) 등 내로라하는 테마파크들이 이곳에 모
여 있다. 만약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자라면 플로리다 여행 중 이곳에
서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짧은 여행 기간에 올랜도에
있는 모든 테마파크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행 전에 가족들의 취향
을 고려해 미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올

랜도에는 무려 80개의 크고 작은 테마파크들이 있다.

규모가 큰 테마파크들은 하루에 한 곳 돌아보기에도

어렵다. 시간이 없는 여행자라면 대형 리조트 한 곳만

둘러보아도 충분하다.

가장 대표적인 테마파크는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다. 이 리조트는
‘꿈과 마법의 왕국’이란 주제로 1971년 개장했다.
리조트 전체 면적은 110㎢으로 서울 강남구 면적의 2배 이상이다. 리조

우리나라의 테마파크와 마찬가지로 올랜도의 테마파크도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사

트 안에는 4개의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공간, 워터파크, 골프장, 리조

람들로 붐빈다. 인기 있는 놀이 시설은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하며 사람들이 너무

트 호텔 등이 있다. 매직 킹덤 파크(Magic Kingdom Park)는 리조트 내에

많아서 아예 입장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올랜도 내 일부 테마파크들은 돈을 추가

서 가장 먼저 개장했으며 7개의 테마랜드, 40개 이상의 어트랙션 기구

이 곧‘즐거움’이므로 추가 요금을 내더라도 이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로 지불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도 판매하고 있다. 시간

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둘러보려면 시간이 모자르다.
엡콧(Epcot)은 지구의 미래,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만들어졌다.
입구에는 지구본 모양의 건축물인‘스페이스십
어스(Spaceship Earth)’가 있다. 디즈니 MGM 스
튜디오(Disney MGM Studio)는 영화나 TV 시리
즈물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밖
에 디즈니 애니멀 킹덤(Disney Animal King-

Action

dom), 다운타운 디즈니(Downtown Disney)도
있다. 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디즈니 블리자
드 비치(Disney Blizzard Beach), 디즈니 타이
푼 라군(Disney Typhoon Lagoon)이 있다.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Universal Orlando Resort)에는 액션 영화의 제
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Universal Studio
Florida), 놀이 기구가 있는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Island of Adventure) 등 2개의 테마파크와 공연장, 음식점들이 있는 유니버설 시티 워
크(Universal City Walk)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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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1920년 플로리다 개발이 본격
적으로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이

곳으로 몰려들었다. 대도시인 마
이애미, 네이플스, 포트마이어스

주변으로 거주 지역이 확대되면서 생태계 파괴도
같이 진행됐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염되
는 지역이 넓어지자 현지 동식물 학자들은 남부에
있는 에버글레이즈 지역 보호에 관심을 두기 시작
했다. 마침내 1934년 플로리다 의회는 에버글레이
즈 국립공원 계획을 마련했으며 1947년 12월에 국
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86%가 생
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자연공원이다. 이 공원은
1976년‘국제 생물권 보호구’로 등록되었으며
1978년 11월‘야생동물 보호구’로 추가 지정되었
다. 또 1987년부터 람사르(Ramsar) 조약에 의거
세계 주요 습지로 보호되고 있다. 1993년에는 유
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공원의 전
체 면적은 6천100㎢로 서울의 10배가 넘으며 미국
국립공원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520㎜이며 5월부터 9

미국은 국립공원도 넓다. 플로리다의 국립공원들은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와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공원 내에선 동·식물의 삶을 방해하는 어떠한 인공적인
시설이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관람객은 조용한 관찰자일 뿐 주인공은 이곳에 사는 동식물들이다.

월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 공원으로 들어가
려면 4개의 방문객 센터(Visitor Center)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공원 남쪽에는 플라밍고 방

은 16달러이다. 샤크 밸리 구역은 마이애미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트램 투어가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공원

문객 센터(Flamingo Visitor Center)가 있으며 서쪽

은 연중 무휴 개방되며 공원 입구에서 자동차 이용객은 10달러, 도보여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은 5달러씩 입장료를 낸다. 국립

에는 걸프 코스트 방문객 센터(Gulf Coast Visi-

공원 안에는 습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으며 300종 이상의 조류, 130종의 어류, 20종의 포유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05

tor Centor), 동쪽에는 샤크 밸리 방문객 센터 (Sh-

년 이 공원에서는 길이 4m가 넘는 비단뱀이 악어를 삼키려다 배가 터져 죽은 채로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다.

ark Valley Visitor Center), 메인 방문객 센터(Main

샤크 밸리 방문객 센터 부근에는 미코수키 인디언 빌리지(Miccosukee Indian Village)도 있다. 이곳에는 과거부터 습지대에

Visitor Center)가 있다.

살던 인디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있으며 박물관에는 각종 유물이 전시돼 있다. 기념품점에서는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방문하려면

장신구와 의상을 판매하기도 한다.

먼저 동선을 선택해야 한다. 공원을 횡단하는 도

국립공원 옆에 있는 에버글레이즈 사파리 파크(Everglades Safari Park)에서는 에어보트(Air Boat)를 이용해 습지대를 둘러볼

로는 없으며 하이킹 코스로는 메인 방문객 센터에

수 있다. 프로펠러로 일으킨 바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에어보트는 속도도 빠르지만 특유의 소리 때문에 더 스릴이 있다. 보

서 플라밍고 방문객 센터까지 연결된 61㎞ 길이의

트 사파리는 30분 동안 진행되며 성인은 20달러, 어린이는 10달러의 요금을 받는다.

코스가 있다.

마이애미 남단에 있는 비스케인 국립공원은 196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198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공원의 전체 면

관광객들은 주로 플라밍고 방문객 센터나 샤크 밸

적은 690㎢이며 95% 이상이 산호초 지역인 해양공원이다. 이곳에는 매년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공원은 연중 무휴

플로리다에는 크고 작은 식물원과 동물원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에코 투어(Eco Tour)를

리 방문객 센터를 선호한다. 플라밍고 구역에는

개방하고 있지만 방문객 센터는 주간에만 운영한다. 콘보이 포인트 방문객 센터(Convoy Point Visitor Center)는 오전 7시부

제대로 즐기려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마이애미 남서쪽 50㎞ 지점의 에버글레

레스토랑과 숙박 시설이 있어서 끼니를 때우고 휴

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이곳을 방문하면 공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즈 국립공원(Everglades National Park)과 비스케인 국립공원(Biscayne National

식을 취하기에도 편리하며 습지에서 카누, 보트

해양공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물놀이가 제격이다. 각종 투어 프로그램은 웹사이트(www.biscayneunderwa-

Park)이 대표적이다.

등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숙박은 로지(Lodge)

ter.com)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Nature

Enjoy the Real Eco Tour!

플로리다의 허파 속으로 들어가다

라고 불리는 오두막집 객실이 1박에 95달러,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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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사진 촬영 장소로 애용하고 있다.
발명가의 별장답게 관람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곳은 역시

다
지리 책의 기억을 떠올릴 기회가 있다. 플로리
여행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 읽었던 역사나
또한
있다.
수
볼
토마스 에디슨이 남긴 흔적을
서부 해안도시 포트마이어스에서는 과학자
가 전시돼 있다. 그동안 책으로만 만났던
자동차
초기
포드의
헨리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또 다른 기쁨이다.
역사 인물들의 자취를 직접 보는 것은 여행의

실험실이다. 고무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험실에는 당시
에디슨이 사용했었던 실험 기구들이 뽀얗게 먼지가 쌓인 채 있
으며, 구석에는 그가 잠을 청했던 야전 침대도 놓여 있다. 별장
옆 에디슨 박물관에는 축음기, 백열전구, 영사기 등 수많은 발
명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의 업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영상물

History

도 방영되고 있다.
에디슨 별장 바로 앞에는 헨리 포드의 별장이 있다. 미국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는 1863년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다.
포드는 전기 기술을 배워 당시 에디슨이 운영하던 회사에 취직

에디슨과 포드의 흔적 Winter Estates
토머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의 발명품은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도 쉽지 않다. 축음기에서부터 전구까지 무려 1천 가지가 넘는

했다. 에디슨은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포드를 눈여겨보면서 많
은 조언을 해주었다. 포드는 나중에 독립해 포드자동차를 세운
뒤 최초의 양산 모델인‘T’를 개발해냈다.
그 후 에디슨이 쇠약해지면서 이곳 별장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
지자 포드는 에디슨 별장 옆에 자신의 집도 사들였다. 다른 지

다. 에디슨은 이곳 플로리다에서 노후를 보내며 마지막 연구 활동을 했다.

역에서 생활해도 에디슨의 생일만 되면 꼭 이곳을 찾아 함께

에

‘

시간을 보냈다. 포드는 에디슨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마지막

디슨과 포드의 겨울 별장’은 포트마이어스의 리 카운

그대로 남아 있다. 거실에는 에디슨이 직접 만들어 달아놓았다는 조명

날숨을 빈 병에 담아 박물관에 보관할 정도로 그를 존경했었

티(Lee County)에 있다. 지난 1885년 플로리다를 처음

기구와 벽난로, 식탁, 소파 등이 있으며 부엌에서는 당시 사용했었던

다. 두 사람의 우정은 얼마 전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 소개돼

방문한 에디슨은 야자나무가 많은 이곳에 매혹돼 별

냉장고도 볼 수 있다. 1910년대에는 별장 앞에 플로리다에서 최초로 시

화제를 모았다.

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1886년 완공했

멘트를 이용한 수영장도 완공됐다. 그는 이곳에서 식물을 이용한 연구

현지에서는 1938년부터 에디슨의 생일을 기념해 2월에 축제를

다. 에디슨은 자신이 직접 건물을 설계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 별장

에 집중했다. 특히 친구들인 헨리 포드(Henry Ford), 하비 파이어스톤

열고 있다.‘빛의 축제’
라고 불리는 이 행사에서는 사흘 동안

은 주거공간, 게스트하우스, 연구실, 정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에디

(Harvey Firestone)의 부탁을 받아 고무나무를 이용한 실험을 많이 했

야외극을 포함해 밴드 공연, 퍼레이드, 볼꽃놀이, 실내 전시회

슨은 생을 마감하는 1931년까지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연구 활동

다. 지금도 별장 앞 정원에는 6천여 종이 넘는 식물들이 있어서 당시의

가 열리며 골프 및 테니스 대회 등 스포츠 대회도 개최된다. 에

을 했다.

정열적인 연구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인도에서 가져와 심었다는 반얀

디슨과 포드의 별장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에디슨 부부가 함께 생활했던 이곳에는 지금도 120여 년 전의 흔적이

트리(Banyan Tree)는 현재 기둥 둘레가 50m가 넘어서 관람객들이 기

연중 무휴 문을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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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

케네디 우주 센터(J. F. Kennedy Space Center)
사라소타

포트마이어스

팜 비치

네이플스
마이애미
비스케인 국립공원

올랜도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 해변으로 가다 보면 케네디 우주 센터가 나온다. 케네디 우주 센터

미국 비자 및 출입국 수속

는 1964년 이후 우주 비행 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고 있다. 현지 과학자들이

램(VWP, Visa Waiver Program)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작됐기 때

한국과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

야 이곳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지만, 여행자에게는 또 하나의 테마파크나 다름없다. 각종 전시물, IMX

문에 일반 여행자라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설

영화 1편, 버스 투어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매그넘(Magnum) 티켓이 성인 35달러, 어린이 25

필요가 없다. 90일 이내의 여행이 목적이고 전자 여권을 소지한 사람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총 면적은 566㎢으로 서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대표적인

이면 전자여행허가제 웹사이트(ESTA, http://esta.cbp.dhs.gov)에 간단

볼거리로는 로켓 가든(Rocket Garden), LC 39 전망대, 아이맥스 영화관 등이 있다. 케네디 우주 센터의

한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으면 입국 준비가 끝난다. ESTA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는다.

필요한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등 다른 나라의 입
국 신고서와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를 입력하면 72시간
이내에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
한 입국 72시간 전에는 ESTA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고, 한 번‘허

키 웨스트

가’판정을 받으면 향후 2년 간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국 목적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유학, 취업인 경우와 90일 이

Information

상 체류하려는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됐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경

탬파(Tampa)

기본 정보 미국은 한반도의 40배가 넘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

올랜도에서 서쪽으로 134㎞ 떨어져 있으며 탬파 베이(Tampa

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전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물론 미국 비자를

광 자원이 풍부하다. 유럽처럼 유서 깊은 역사 유적은 별로 없지만 다양한

bay)에 접해 있는 대도시다. 도시 부근 바다는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해적선이 출몰

가진 사람은 전자여권으로 교체하지 않고, 만료 기간까지 비자를 이용

자연 환경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됐다.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세계 곳곳의

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카리브 해를 오가는 화물선과 관광객들의 유

할 수 있다. 미국 국경에 도착하면 방문객들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사진

사진/케네디 우주 센터 제공

분쟁에 참견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는 하지만 관광
지로서는 볼거리가 많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비자가 면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안에 미국 방문 관광객
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렌터카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 여행에 있어서 항공기와 자동차 이용은 필

람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플로리다 수족관, 이보르 시티

과 지문을 찍어야 하며 방문 목적과 체류 일정을 이야기해야 한다. 만

(Ybor City) 등이 있다. 플로리다 수족관은 550종, 4천300마리의 해양 동물이 있는 플

약 영어를 못하면 통역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입국심사관마다 판단 기

로리다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다. 수족관 내에는 4개의 전시 공간이 있으며 폭 12m의

준이 다르지만 확실한 여행 목적, 체류 일정, 체류지가 없으면 정밀 심

터널을 오가면서 플로리다의 다양한 어류를 관찰할 수 있다. 이보르 시티는 20세기

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입국이 거절되는 일도 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

초까지 담배 생산 지역이었다. 1885년 쿠바인들이 들어와 담배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

을 떠날 때에는 출국 심사를 하지 않는다.

했으며 전성기에는 200여 개의 공장이 있었다. 마을에 있는 박물관에는 근현대 미국

수다. 거점 도시까지 항공기를 이용한 뒤 렌터카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좋

데이토나 해변(Daytona Beach)

다. 예약은 허츠(Hertz), 알라모(Alamo), 에이비스(Avis) 등 렌터카 업체 웹사이

이 나올 때 어김없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이다. 현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정

국 여행을 못하겠다는 불평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실시한다. 미국을 오

트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현지에서도 요금이 저렴한 중소 렌터카 업체들을

작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자동차 경주장이 인기가 많다. 해변은 길이 36㎞, 폭 150m이

가는 모든 항공편에 탑승하는 이용객들은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동차 경주 장면

담배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전시되어 있다.

보안 검색

최근 관광객들이 정작 비자보다는 보안 검색 때문에 미

이용할 수 있지만,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고장에 대비해 우리나라에 영업

며 이 가운데 29㎞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로도 달릴 수 있다.

여행 일정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5일 이내라면 굳이 값비싼 항공요금

금지되며 액체류 반입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미국 내에서 국내선

소가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데이토나 국제 스피드웨이(Daytona International

을 내고 남부 끝에 있는 플로리다까지 올 필요가 없다. 차라리 서부 지역을 제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받아야 한다. 공항 이용객

Speedway)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오토바이 경

대로 돌아보는 것이 돈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큰마음 먹고 플로리다

들이 몰리거나 테러 경보가 발령되면 보안 검색이 최대 3~4시간까지

항공편 현재 우리나라와 플로리다를 오가는 직항편은 없다. 인천에서 미국

기장으로 연간 수차례 국제 대회가 열린다. 가장 인

여행을 계획했다면 최소한 1주일 이상의 시간은 투자하자. 여행 구성원에 따라

소요되는 일도 있어 미리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테러 방

서부나 중부 지역을 경유해서 이동해야 한다. 요금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기 있는 대회는 1월 하순에 열리는 롤렉스(Rolex) 24,

다르겠지만 가족 여행이라면 테마파크가 몰려 있는 올랜도에서 3일, 마이애미

지를 위해 X-Ray 투시기의 금속 센서를 민감하게 조정해놓고 있다. 투

나항공보다 미국 항공사가 저렴하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올랜도

2월의 나스카 윈스턴(NASKA Winston)컵 대회다.

2일, 키웨스트 1일, 나머지 도시들은 당일치기로 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어

시기의 알람이 계속 울리면 이용자를 아예 별실로 데려가 정밀 검색을

로 가기 위해서 1번 경유해야 하며 콘티넨털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은 2번 경

134달러를 지불하면 실제 경주용 자동차 조수석에

린이를 동반하지 않았다면 올랜도 2일, 마이애미 1일, 키웨스트 1일, 나머지 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시기 앞에서 모든 금속 물질을 꺼내 놓고 통과

유한다. 우리나라에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지역까지는

탑승해 레이싱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 경기장 옆에는

정은 포트마이어스, 사라소타 등 플로리다 서부 지역 도시에서 체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

8~9시간, 서부 지역에서 올랜도까지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입국 심사, 보

자동차 관련 박물관이 있다. 이곳에는 각종 경기에

추천한다.

안 검색 소요 시간을 생각해서 연결 항공편은 여유 있게 예약하는 것이 좋

참가했던 자동차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기념

다. 초저가 항공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공권은 출발, 도착 도시를 다르게

품도 판매하고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잘 구성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지 문을 열며 입장권 가격은 성인 21달러 50센트, 어

웃렛 몰이 밀집되어 있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상품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수 있다.

린이 15달러 50센트이다.

몰 앳 밀레니어(The Mall at Millenia)와 플로리다 몰(The Florida Mall)을 추천한다.

쇼핑

플로리다 여행 시 쇼핑은 올랜도에서 하는 것이 좋다. 대형 쇼핑몰, 아

몰 앳 밀레니어는 2002년 개장했으며 루이뷔통, 티파니 등 150여 개의 고급 상
점이 있다. 플로리다 몰은 올랜도 내 쇼핑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
다. 올랜도 공항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행 마지
막 날에 들르는 것이 좋다. 이밖에 재고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웃렛 몰은
프라임 팩토리 아웃렛(Prime Factory Outlet)이 대표적이다. 170여 개의 공장 직
영 상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웃렛 몰과 비교해 상품 종류가 많은 편이다. 쇼
핑몰들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며 일요일 저녁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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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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