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t Lauderdale (포트 로더데일)은 마이애미와 팜비치 사이의 골드
코스트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300마일의 수로와
운하때문에 "미국의 베니르"로 알려져있으며, 미국의 요트 자산입니다.
리버워크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구역으로 알려진 포트 로더데일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지구는 시내 정심부의 동서 라스 올라스 대로를
따라 실행됩니다. 이 구역은 공연예술을 위한 The Broward center와
Himmershee Historical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선 야외카페와
펍이 줄지어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내 포트 로더데일에서 인기있는 도로 인 라스 올라 스대로 해변
지역에 중앙 비즈니스 지구를 연결합니다. 포트 로더데일 비치에
시내에서 길을 따라 아트 갤러리, 고급 부티크, 카페, 저택과 요트
늘어선 독특한 섬 지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포트 로더데일은 매우
미국적인 도시입니다. 전국 평균 이상 인구의 80 %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문화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인 포트
로더데일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방문자를 유치를 많이 제공합니다.
이곳은 오직 모든 미국인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teresting Fort Lauderdale Facts:
Population of Fort Lauderdale:

172,389

Population of Broward County:

1.839 Million

Average Annual Temperature:

24.0 C / 75.0 F

Days of Sunshine :

300+

Total Land Area:

93 Square Kilometers

Total Inland Waterways:

11 Square Kilometers

Total Beaches:

38 Kilometers

Total Annual Visitors:

15 Million

Tourism Revenue:

$11.4 billion annually

Port Everglades Cruiseport:

2nd busiest in the world

Fort Lauderdale Int’l Airport:

21st busiest in the U.S.

태양과 해변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스쿠버다이빙, 스노쿨링,
윈드서핑, 워터스키 그리고 카약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치를
따라 있는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팅 경로는 아름다운 이 도시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테니스, 골프,
이어보트, 낚시 그리고 승마는 아름다운 얼대의 계절을 즐길 수
있는 레저시간을 제공합니다.
포트 로더데일가 위치한 브로 워드 카운티는 298 공원, 세 자연
암초과 훼손되지 않은 토지의 250.000 에이커 에버글레이즈
국립 공원이있다.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지역에서 짧은
1-3시간 드라이브 내에있는 대부분의 집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명소 중 일부입니다.올랜도 월트 디즈니 월드 (Walt
Disney World), 엡 코트, 유니버셜 스튜디오, 모험과 바다 세계의
제도 곳입니다.모든 연령을 즐겁게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또한 호텔, 레스토랑, 우수한 쇼, 라이브 음악과 더 있습니다.
다른 인기 플로리다 명소로는 코코아 비치에있는 케네디 우주
센터, 부시 가든 및 탬파에서 살바도르 달리 박물관 및 키
웨스트, 미국의 남부 대부분의 지점을 포함합니다.

포트 로더데일에 도착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쉬워졌습니다.
FLL은 바쁜 MIA에 똑똑한 대안입니다. 직접 FLL에 새로운 국제
직항 항공편 편리한 단일 연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LL국제직항서비스 : 런던, 프랑크프루트, 오슬로, 코펜하겐,
스톡홀름, 상 파울로, 리마, 보고타, 카라카스, 키토 멕시코 시티,
토론토, 몬트리올
FLL 단일 연결서비스 : 도쿄, 오사카, 서울, 홍콩, 대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마닐라, 두바이
또한, MAI는 국제 직항 비행 영역에서 가장 바쁜 공항입니다.
암스테르담, 런던, 파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리스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로마, 비엔나, 취리히,
이스탄불, 모스크바, 도하, 산티아고에서 국제선을, 리마,
브라질리아, 리우데 자네이루, 벨루 오리 존치, 부에노스 양자리,
라 파스 및 많은 출발지가 있습니다.

-FLL
-M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