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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의	휴식을	꿈꾸는	여행자들은	샌디에이고를	떠올립니다.	70마일(112킬로미터)
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변,	살랑대는	야자수들,	연중	내내	완벽한	날씨는,	미국	남서부	해안에	자리하며	멕시
코를	이웃하고	있는,	미국에서	여덟번째로	큰	도시,	샌디에이고의	상징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역동적이고	세련된	도시입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관광지,	수준높은	문화공간과	식당,
신나는	저녁문화,	세련된	동네,	다채로운	쇼핑,	다양한	야외활동	등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1542년	처음으로	
발견된	캘리포니아의	발상지로,	유서깊은	히스패닉계	문화유산과	수많은	박물관,	올드타운	샌디에이고와	
같은	역사적인	곳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미국의	다른	큰	도시들과	다른점은,	느긋하고	편안한	남캘리포니아의	라이프스타일과	분위기
입니다.	세계	여러곳에서	여기,	샌디에이고를	방문한	여행자들은	친절한	주민들과	더불어	즐겁고,	독창적이
며	여유로운	샌디에이고의	정신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곳”	샌디에이고-미국에서	가장	아름
답고,	짜릿한	기쁨을	주는	인기	만점의	도시로	오십시오.



관광명소  ATTRACTIONS 
 
샌디에이고 동물원  SAN DIEGO ZOO  
샌디에이고 동물원은 중국의 자이언트 팬더를 비롯한 800여종, 
4000마리의 희귀하고 이국적인 동물이 있는 40만 평방미터 가량의 
열대정원입니다. 세계 5대 동물원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 사파리 파크  SAN DIEGO ZOO SAFARI PARK 
도심의 북동쪽에 위치한 샌디에이고 동물원 사파리 파크는 73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보호구역으로, 야생동물들이 마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고향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뛰놀고 있는 곳입니다.

샌디에이고 씨월드  SEAWORLD SAN DIEGO 
아름다운 미션베이에 자리잡고 있는 씨월드는 6개의 주요 쇼를 공
연하며, 가족 놀이동산,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이 있고, 세계 곳곳
에서 온 해양생물을 볼 수있는 십여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캘리포니아와 씨 라이프 아쿠아리움 
LEGOLAND CALIFORNIA AND SEA LIFE AQUARIUM 
도심 북쪽에 위치한 레고랜드는 약 50만 평방미터의 넓이에, 2세
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하는, 즐거움과 창의력, 상
상력이 가득한 60여개의 체험놀이관과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레고랜드에 있는 씨 라이프 아쿠아리움은 어린이들이 바다생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USS 미드웨이 박물관  USS MIDWAY MUSEUM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선박 박물관으로, USS 미드웨이는 샌
디에이고의 오랜 군 역사를 바탕으로, 29대의 복원된 항공기와 모
의 비행장치가 있으며, 다양한 언어의 셀프 오디오 투어 서비스 등
이 제공됩니다.

발보아 파크  BALBOA PARK 
미국 최대의 도시문화공원 발보아 파크는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위치
해 있고, 아름다운 스페인 식민시대의 건축양식과, 멋들어진 정원, 17
개의 독특한 전시관이 있으며, 다양한 야외행사 등이 개최됩니다. 
 
카브리요 국립기념물  CABRILLO NATIONAL MONUMENT 
로마(Loma)  곶의 끝자락에 자리잡은 카브리요 국립기념물 1542년 
스페인의 후안 로드리게즈 카브리요의 캘리포니아 상륙을 기념하
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샌디에이고 시내의 멋진 모습
과 샌디에이고베이 등 이 지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올드타운 샌디에이고  OLD TOWN SAN DIEGO 
18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드타운 샌디에이고는 미
국 서부해안에서 스페인사람들이 최초로 정착한 곳입니다. 유서
깊은 장소와 건물들이 곳곳에 있고, 쇼핑, 오락과 함께 정통 멕시
코 요리를 맛볼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John Bahu Sea World San Diego

San Diego Zoo Safari Park 



야외 활동  OUTDOOR RECREATION 
 
해변과 수상스포츠   BEACHES AND WATER SPORTS 
샌디에이고의 아름다운 해변은 새하얀 모래의 코로나도 비치부터 90m 높이 
사암 절벽에 자리잡은 토리파인스 주립공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해변에서 서
핑, 수영, 카약, 스노클링, 다이빙, 패들보딩, 세일링 및 스포츠 낚시 등을 연
중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육상 액티비티  ON LAND AND ABOVE LAND ACTIVITIES 
수많은 언덕, 협곡, 호수, 산, 그리고 도시 북동쪽에 위치한 광활한 앤자-보레
고(Anza-Borrego) 사막에서 다양한 야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 하이킹, 암벽등반, 캠핑, 산악자동차, 민물낚시, 패러글라이딩, 스카
이다이빙 등을 즐겨보십시오.

골프  GOLF 
샌디에이고에는 해변, 산, 사막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곳에 골프코스가 
있습니다. 93개의 뛰어난 골프코스와 1년 내내 완벽한 날씨로 골퍼들의 사랑
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알려진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 호야(La Jolla) 비
치에 있는 토리 파인즈 (Torrey Pines) 골프코스 입니다.

 

음식과 수제맥주  CULINARY AND CRAFT BEER  
 
고급식당에서 길거리 음식까지  FINE DINING TO STREET FOOD 
샌디에이고에는 상을 받은 고급식당부터 해변의 간단한 타코 판매점까지 
6,700여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로 인해 아프가니
스탄에서 베트남, 레바논과 이디오피아 음식까지 다양하게 맛볼수 있습니다. 
캘리-바하(Cali-Baja) 요리스타일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가 만난 이 지방의 
특별한 자랑거리이고, 지역음식인 피쉬타코도 유명합니다.
 
파머스 마켓  FARMER’S MARKETS 
샌디에이고에는 6,000개가 넘는 소규모 농장이 있으며, 맛있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직접 맛보고 살 수 있는 유명한 직거래장터가 열립니다. 토요일에
는 리틀 이탈리아, 일요일에는 힐크레스트 등 매일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장
터에는, 음식코너,수공예품 등 즐길거리가 풍부합니다.

수제맥주  CRAFT BEER 
샌디에이고는 “미국 수제맥주의 중심도시” 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지역에 걸
쳐140개 이상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맥주는 세계 맥주 경연대회
에서 전통의 맥주강국인 영국, 독일 및 벨기에를 물리치고 당당히 수상하였
습니다. 

Christian Martinez / Oscar’s  Mexican Seafood



쇼핑  SHOPPING 
 
유명 아울렛 매장  POPULAR OUTLET MALLS 
샌디에이고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는 3개의 유명 아울
렛몰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동쪽의 비에하스 아울렛센터 (Viejas Outlet 
Center)와 북쪽의 칼스배드 프리미엄 아울렛(Carlsbad Premium Outlets) 
그리고 멕시코 티후아나와 샌디에이고의 국경에 가까운 라스 아메리카스 프
리미엄 아울렛(Las Americas Premium Outlets) 입니다. 
 
야외 쇼핑센터  OUTDOOR SHOPPING CENTERS 
샌디에이고 주변에는 옥외 쇼핑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션 밸리(Mission 
Valley) 중심가에 있는 패션 밸리쇼핑센터(Fashion Valley Shopping Cen-
ter)와 니만 마커스 (Neiman Marcus), 블루밍데일(Bloomingdales), 노드스
트롬(Nordstrom) 과 같은 고급 백화점 및 라 호야(La Jolla) 에 위치한 웨스
트필드 UTC(Westfield UTC) 등에서 제공하는 옥외 전문 쇼핑몰과 서비스, 
레스토랑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DIVERSE REGION 

샌디에이고 북동부 지역 
SAN DIEGO’S EAST AND NORTH COUNTIES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동쪽으로 가다보면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솟아있는 멋
진 경치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탄광마을이었던 훌리안(Julian), 2,400 
평방 킬로미터 면적의 안자-보레고(Anza-Borrego)사막, 장엄한 쿠야마카
(Cuyamaca)산과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북쪽의 해안가에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경치의 해변들
이 있습니다. 유서깊은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 화려한 라 호야(La Jolla) 에서 
한가로운 오션사이드(Oceanside)까지 달리면서 유럽풍의 스파, 지역 쇼핑, 
맛있는 음식과 독특한 명소 및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멕시코  MEXICO 
샌디에이고에 오면 시내에서 불과 24킬로미터 떨어진 멕시코 티후아나까지 
방문할 수 있어 멕시코의 이색 문화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티후아나는 면
세쇼핑, 정통 멕시코 음식, 다채로운 예술문화 및 흥겨운 저녁문화까지 다양
한 즐거움으로 활기에 넘치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멕시코 와인
의 본산지인 과달루페 계곡(Guadalupe Valley)에 닿을 수 있습니다. 

Torrey Pines Golf Course



이들 인기 관광지는 샌디에
이고 국제공항에서 자동차
로 15분 이내의 편리한 위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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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관광지  NEIGHBORHOODS  
 
라 호야  LA JOLLA 
샌디에이고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지중해 스타일의 이 마을은 
호화롭고 유서깊은 호텔들과 고급 음식점, 쇼핑,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 예
술 및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도  CORONADO 
시내를 중심으로 샌디에이고베이 건너편에 위치한 코로나도 섬은 깨끗한 
해변, 아름다운 정원과 공원, 유서깊은 역사, 문화와 함께 독특하고 진기한 
음식점 및 상점들로 유명합니다.

가스램프 쿼터  GASLAMP QUARTER 
도심의 역사적인 중심지로, 1800년대 후반의 아름다운 빅토리아 시대의 
건물과 현대의 다양함이 공존하는 쇼핑과 식도락의 거리입니다. 
 
리틀 이태리  LITTLE ITALY 
이탈리아 문화가 가득한 리틀 이태리는 야외카페, 세련된 바와 식당, 갤러
리, 부띠크 상점 및 화려한 연중 페스티벌로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힐크레스트와 노스파크 HILLCREST AND NORTH PARK 
힐크레스트와 노스 파크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식당들, 세련된 부띠크, 빈
티지 의류점, 최신 저녁문화 등 오락과 다양한 에술 문화가 공존하는 즐거
움이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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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관광지까지의 거리
DISTANCE FROM OTHER POINTS OF INTEREST

멕시코 티후아나  Tijuana, Mexico 24 킬로미터 / 30 분
멕시코 과달루페 계곡  Guadalupe Valley, Mexico 142 킬로미터 / 2 시간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Disneyland/Anaheim 153 킬로미터 / 1 시간 30 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201 킬로미터 / 2 시간 30 분
로스앤젤레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Universal Studios/Los Angeles 209 킬로미터 / 2 시간 30 분
팜스프링스  Palm Springs 224 킬로미터 / 2 시간 30 분
라스베이거스  Las Vegas 547 킬로미터 / 5 시간 30 분
피닉스  Phoenix 566 킬로미터 / 5 시간 30 분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822 킬로미터 / 9 시간

샌디에이고 기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최고: 18.7° C 19.0° C 19.0° C 20.3° C 20.7° C 22.3° C
최저: 9.8° C  10.0° C 12.0° C 13.5° C 15.4° C 17.0° C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 24.3° C 25.4° C 25.0° C 23.3° C 21.0° C 19.0° C
최저: 18.8° C  19.6° C 18.6° C 16.2° C 12.0° C 9.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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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ona

Phoenix
566 킬로미터

6 시간 30 분

Palm Springs
224 킬로미터
2 시간 30 분

Las Vegas
547 킬로미터
5 시간 30 분

Los Angeles
201 킬로미터 
2 시간 30 분

Disneyland
153  킬로미터 
1 시간 30 분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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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

15 분*

Cross Border
Xpress

*소요시간은 공항에서 출발기준이며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소요시간 정보를 참조하세요. 

UTC

MEXICO

Mira Mesa

San Diego Tourism Authority
750 B Street, Suite 1500
San Diego, CA 92101

+1-619-232-3101
sdinfo@sandiego.org

Funded in part by the San Diego Tourism Marketing District with City of San 
Diego Tourism Marketing District Assessmen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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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us at sandiego.org/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