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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직항 편을 

매일 운항한다. 

Korean Air flies direct to 
San Francisco. Flights operate daily.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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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도시, 샌프란시스코

From nature and culture to food and fun-filled activities for all ages, San Francisco is a trendy 
destination for those in search of family-friendly trips.

자연과 문화, 미식, 트렌드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갖춘 샌프란시스코는 모든 가족 여행자의 다채로운 취향을 넉넉하게 품는다. 

written by » KIMBERLEY LOVATO
photography » RACHEL WEILL

← 크리시 비치의 석양을 즐기는 카이트 서퍼

Kite surfers at Chrissy Beach
→ 돌로레스 파크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

People enjoying Dolores Park on a sunny aftern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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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직이 속삭이듯 노래하는 크룬창법으로 유명한 뮤지션 토니 베넷

은 1962년 샌프란시스코에 품은 애정을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온 내 마음)’라는 감미로운 찬가로 

남겼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도시는 여전히 매년 수

백만 명이 찾는 여행지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한 경계가 느슨해지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이 그동안 미룬 여행

을 계획하며 자신의 버킷 리스트 상위에 사랑하는 가족과의 여행을 

올려놓고 있다. “많은 고객이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를 회복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남길 만한 여행지를 찾고 있습니다.” 샌프란시

스코 가족 전문 여행사 차오 밤비노의 어드바이저 린다 주버는 말한

다. “아름다운 자연, 다채로운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휴양지를 찾는 

가족에게 샌프란시스코는 완벽한 여건을 갖춘 곳이죠.” 

도시를 가로지르는 길, 크로스타운 트레일 

크로스타운 트레일은 자연과 도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샌프란시

스코의 매력을 빠르게, 그리고 깊숙이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도시 남

동쪽과 북서쪽을 가로지르는 이 트레일은 캔들스틱 포인트에서 랜즈

엔드 사이, 약 26.5km 거리를 잇는다. 두 끝지점 중 어느 곳에서 여

정을 시작해도 좋지만, 캔들스틱 포인트에서 출발하면 좀 더 효율적

Crooner Tony Bennett left his heart in San Francisco with his 

1962 musical ode and decades later, the city still has a knack 

for making its millions of annual visitors swoon. As pandemic 

worries are now waning, loved ones are following their hearts 

too, putting family togetherness at the top of their travel buck-

et lists. “Reconnecting and fostering family ties to create ever-

lasting memories is a top priority for many of our clients,” says 

Lynda Zuber, a San Francisco-based advisor for global family 

travel experts Ciao Bambino. “For families seeking a city get-

away that mixes spectacular natural beauty with immersive 

cultural experiences, San Francisco ticks the boxes.”

A Hike to Remember

One of the most interesting ways to explore the city’s mix of 

natural and urban spaces is to walk the Crosstown Trail, a 

26.5km diagonal path across the city. Starting at the south-

eastern corner at Candlestick Point, the various sections of 

the trail ascend San Francisco’s notoriously steep hills and 

tiled stairways. It meanders through community gardens, 

neighborhood streets and forested parks, finishing with Pacif-

ic Ocean views at Land’s End. To navigate the trail with ease, 

1

2

1 오션비치와 절벽의 비경을 카메라의 원

리로 조망할 수 있는 카메라오브스쿠라 

갤러리

Camera Obscura is a tiny gallery 
perched on the headlands over-
looking Ocean Beach.

2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원

인 돌로레스 파크에선 도시 전경이 시원

하게 펼쳐진다. 

A view of the city from Dolores 
Park, one of San Francisco’s most 
popular parks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 서쪽에 면한 오션비치에선 태평양 망망대해가 드넓게 펼쳐진다. 

Ocean Beach spans the entire west side of San Francisco offering panoramic views of the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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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든게이트 파크 근처에 있는 마셜스 

비치. 금문교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풍

경이 펼쳐진다. 

Marshall’s Beach is a secluded 
beach near the Golden Gate 
Bridge with fantastic views.
2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내부의 스

타인하트 아쿠아리움 

Part of the California Acade-
my of Sciences, the Steinhart 
Aquarium is one of the most 
biologically diverse aquariums in 
the world.
3 골든게이트 파크에 위치한 샌프란시

스코 식물원에서는 9000여 종의 식

물을 만날 수 있다. 

Located in Golden Gate Park, 
San Francisco Botanical Garden 
showcases nearly 9,000 differ-
ent kinds of plants from around 
the world.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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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정을 꾸릴 수 있다. 트레일 중간쯤에 있는 미션 블루는 휴게소처

럼 쉬어 가기 좋은 곳. 카페와 로컬 아티스트, 수공예 작가들의 작품

을 둘러볼 수 있는 상점이 함께 위치했다. 가파른 언덕과 매끄럽게 다

듬어진 계단을 오르내리고 공동체 텃밭과 골목길을 걷다 보면 트레

일의 끝, 랜즈엔드에 다다른다. 촘촘하게 도열한 침엽수 사이, 안개가 

자욱하게 낀 풍경으로 유명한 이곳 절벽 앞에 서면 드넓은 태평양의 

짙푸른 바다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다. 크로스타운 트레일은 공

식적으로 약 9시간의 여정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가족들의 속도에 맞

춰 잠시 쉬어 가거나 느긋한 산책을 즐겨도 괜찮은 길이다. 총 5개의 

섹션으로 나뉜 트레일의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인터랙티브 앱 

‘SF 크로스타운 트레일’을 참고하자. 

도시의 오아시스, 공원을 즐기는 방법 

도시 한복판에서 즐기는 하이킹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의 초록빛 풍경

을 즐기는 방법은 많다. 골든게이트 파크는 로컬과 여행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연이다. 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

미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세계 최대의 

download the interactive smartphone app filled with rendez-

vous points and start the adventure at Candlestick Point State 

Recreation Area. Along the way, Mission Blue is a great place 

to refuel, browse local art and pick up a Crosstown Trail 

T-shirt. If you take it slow, the entire walk will take around nine 

hours with a few stops for family photos, although taking it in 

stages may be best for families with children. 

Parks, Beaches and Cruises

The urban hike isn’t the only way for families to enjoy some of 

the city’s vast green spaces. Golden Gate Park, stretching 

over 5km from the Haight-Ashbury neighborhood to Ocean 

Beach, welcomes an estimated 24 million visitors per year. In 

the heart of the beloved park, kids and adults can head to the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home to a planetarium, a 

rainforest, a natural history museum and the Steinhart Aquari-

um, one of the most biologically diverse in the world. San 

Francisco’s Presidio is another massive green space where 

families can enjoy expansive vistas and public art. Popular 

with locals is the flat and easy stroll along the bay at Crissy 

Field, the perfect place to snap that family photo in front of the 

full span of the Golden Gate Bridge. Just up the hill, the views 

are equally jaw-dropping at the newly opened Presidio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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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 The 5.7 hectare oasis blends nature, curiosity and play, 

and daily food trucks are now on the scene. Little ones can 

swing, balance and climb on structures made of fallen trees, 

boulders and other natural obstacles. After all that action, re-

lax with a cruise around the bay. Blue & Gold Fleet boats leave 

from Pier 39 and offer 90-minute trips that take in the sunset 

as it dips behind the Golden Gate Bridge, as well as other sites 

including Alcatraz and the Bay Bridge, which glitters each 

evening with an LED light display.

자연사박물관으로 유명한 이곳은 해양생태계를 망라한 스타인하트 

아쿠아리움, 우주를 조망하는 천체관 플라네타륨, 아열대 온실 등 다

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췄다. 프리시디오 파크도 빼놓을 수 

없다. 가족과 함께 산책, 소풍을 나가 탁 트인 풍광과 수준 높은 공공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이곳을 로컬처럼 즐기고 싶다면 크리시필

드를 찾자. 완만하게 굽이치는 해안가를 느긋하게 산책하다가 샌프

란시스코의 랜드마크, 금문교를 배경으로 가족사진을 촬영하기에도 

좋다. 언덕 위엔 최근 새롭게 문 연 프리시디오 터널톱스 공원이 있

다.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 숨이 트이는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약 5만 

6700km² 부지 위에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특히 나무, 바위 등 자연의 구조를 고스란히 살려 만든 놀이터는 아이

들에게 자연을 색다르게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낸 후엔 유람선을 타고 느긋하게 휴식을 취

해보자. 피어 39에서 출발하는 블루 앤드 골드 플리트에 오르면 금문

교 뒤로 가라앉는 환상적인 일몰을 드라마틱하게 감상할 수 있다. 해

가 저물면 도시 바깥,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앨커트래즈섬과 베이 

브리지가 만드는 낭만적인 야경이 모두 앞에 펼쳐진다. 

1 피셔맨스워프의 명물, 던지니스크랩. 

샌프란시스코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

식 중 하나다. 

Crab stand at Fisherman’s Wharf 
where you can taste fresh Dunge-
ness crabs
2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유명한 샌

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San Francisco Chinatown is the 
largest Chinatown outside of Asia.
3 앨커트래즈섬과 금문교 주변을 유람

하는 페리

Blue & Gold Fleet cruises sail un-
der the Golden Gate Bridge and 
around Alcatraz Island. 
4 피어 39에선 일광욕을 즐기는 바다

사자 무리를 만날 수 있다. 

Sea Lions hanging out at Pier 39, 
one of San Francisco’s most vis-
ited tourist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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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할 여행 팁  ⁄  TIPS FOR FAMILIES

머물 곳  ∕  WHERE TO STAY

페어몬트 헤리티지 플레이스는 1~3개 침실 옵션을 가진 아파트형 숙소로 투숙객을 위해 

도착 전 장보기 등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광 명소인 피셔맨스워프와 기라델리

스퀘어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다. 놉힐에 있는 스탠퍼드 코트 호텔은 다양한 옵션과 

크기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의 규모에 맞춰 적합한 방을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옆

에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케이블카가 위치해 있으며 도보로 유니언스퀘어나 차이나타운

에 쉽게 닿을 수 있다. 이곳에 머문다면 화요일 저녁마다 요가 강좌를 여는 그레이스 대

성당의 이벤트를 놓치지 말 것. 

Located near popular tourist spots Fisherman’s Wharf and Ghirardelli 

Square, the Fairmont Heritage Place has one, two and three-bedroom 

apartments along with services such as prearrival grocery shopping. On 

Nob Hill, the  Stanford Court Hotel has a variety of rooms that suit families 

of any size. Cable cars clang by and the hotel is within walking distance of 

Union Square, Chinatown and Grace Cathedral.

먹을 거리  ∕  WHERE TO EAT

샌프란시스코 노스비치 지역은 빨간 체크무늬 식탁보가 눈에 띄는 캐주얼한 식당이 즐

비하다. 토니스 피자 나폴레타나도 그중 하나로, 월드 피자 챔피언에 수차례 오른 토니 

제미냐니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탤리언 식당이다. 이곳에서 만드는 다양한 정통 이탤

리언 피자를 놓치지 말자. 오션비치 건너편에 있는 파크 샬레는 바다 풍광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 직접 양조한 맥주를 비롯해 타코, 수프, 샐러

드, 해산물, 버거 등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The city’s North Beach neighborhood is full of casual, red-checkered ta-

blecloth spots such as Tony’s Pizza Napoletana. It’s where you can try the 

specialties of the restaurant’s namesake, Tony Gemignani, a World Pizza 

Cup champion many times over. Park Chalet, across the street from Ocean 

Beach, has indoor and outdoor seating. They brew their own beer and the 

menu is peppered with tacos, soups, salads, seafood and burgers. 

즐길 거리  ∕  WHAT TO DO 

샌프란시스코 시티 가이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워킹 투어 프로그램이 꽤 알차다. 그중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이나타운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력설 축제를 여는 샌프란

시스코 차이나타운 투어를 추천한다. 1962년에 문 연 이래 오늘날까지 운세가 적힌 종

이를 접어 쿠키 안에 넣고 굽는 골든게이트 포춘쿠키 공장에서 기념품을 사는 것도 잊지 

말 것. 파크랩 가든은 푸드 트럭과 칵테일로 가볍게 요기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골프

를 즐기는 이라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일하게 야외 미니골프 코스를 갖춘 스테이지코

치 그린에서 18홀 게임을 체험해보자.

Sign up with SF City Guides for free walking tours, including through 

America’s oldest Chinatown, home to one of the largest Chinese New Year 

celebrations in the world. Drop by the Golden Gate Fortune Cookie Facto-

ry, folding sweet messages since 1962. Enjoy the food truck and cocktail 

scene at Parklab Gardens, then play mini-golf at Stagecoach G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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