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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출발, 래슨 화산 국립공원 도착      3시간 47분/379km

캘리포니아주 래슨 화산 국립공원 출발, 캘리포니아주/네바다주 레이크 타호 도착  3시간 8분/251km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출발, 요세미티 국립공원 도착      2시간 36분/199km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출발, 샌프란시스코 도착      3시간 8분/268km

샌프란시스코

레이크 타호

요세미티 
국립공원

래스 화산
국립공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언덕길을 걸어서 오르내리는 것도 물론 가
능하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 샌프란시스코
의 명물에 올라 편히 시내를 구경해보세요. 해산물 레스토랑, 바다
사자를 볼 수 있는 피어 39(Pier 39)과 마담 투소 밀랍인형 박물관
(Madame Tussauds Wax Museum) 등 여러 명소가 있는 바닷
가 동내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보세요. 텔레그래프 힐(Telegraph Hill)의 코이트 타워(Coit 
Tower)에 올라 360도 도시 전망을 보고 구불구불한 롬바드 스
트리트(Lombard Street)를 따라 걸어내려 와보세요. 시간이 허
락한다면 금문교(Golden Gate Bridge)를 건너는 무료 도보 투
어도 즐겨보세요. 아시아 외 지역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 등 도
시 내 민족 거주지를 찾아 맛있는 민족 전통 요리도 맛보세요. 도
시 북쪽 24km 지점에 있는 뮤어우즈 국립기념지(Muir Woods 
National Monument)는 이름이 말해주듯 수명이 600~800년이
나 된 약 76m의 해안 삼나무 숲이 무성한 곳입니다. 핀초트 그로브
(Pinchot Grove)와 캐서드럴 그로브(Cathedral Grove) 사이로 
난 포장도로는 레드우드 크리크(Redwood Creek)를 따라 10km
를 이어가는데, 트레일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주중 하루 날을 잡아 
가장 조용하고 신비로운 숲의 이른 아침을 만나보세요. 뮤어 우즈
는 샌프란시스코 만(San Francisco Bay)을 끼고 자리한 세 개의 
카운티를 아우르는 금문교 국립휴양지(Golden Gate National 
Recreation Area)의 일부입니다. 페리를 타고 소살리토로 향해 
자전거를 타고 탐방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선을 넓혀 좀 더 북쪽
으로 떠나는 짧은 여행을 계획해 포인트 라이스 국립해안(Point 
Reyes National Seashore)에서 언덕을 오르고 해변을 따라 걸
으며 하이킹을 즐겨보세요. 고래와 항구물범을 만날 수 있으니 눈
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피셔맨스 워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출발, 래슨 화산 국립공원 도착

캘리포니아 북부로 이동해 래슨 산(Lassen Peak)이 있는 래슨 화산 국립공원(Lassen Volcanic National Park)을 방
문해 보세요. 펄펄 끓는 샘, 구멍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유황 증기, 진흙이 부글부글 끓는 웅덩이가 다양한 풍경을 연출
합니다. 재해 지역(Devastated Area)을 하이킹하며 오래전 화산이 분출했던 흔적을 살펴보세요. 241km에 이르는 트
레일을 따라 걸으면 울창한 숲을 지나 수정처럼 맑은 호수를 만나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숙박: 래슨 화산 국립공원 주변

래슨 화산 국립공원

3시간 47분/379km



캘리포니아주 래슨 
화산 국립공원 출발, 
캘리포니아주/네바다주 
레이크 타호 도착

래슨 화산 국립공원과 원시 숲을 뒤로하고 퍼
시픽 크레스트 국립 경관 트레일(Pacific Crest 
National Scenic Trail)을 타고 레이크 타호
(Lake Tahoe)로 가보세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
다주의 경계를 짓는 이 호수에서 액티비티를 즐기
고 수많은 트레일을 하이킹하거나 자전거를 타보
세요. 그저 대자연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만 해도 좋습니다.
숙박: 캘리포니아주/네바다주 레이크 타호 주변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3시간 8분/251km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출발, 
요세미티 국립공원 도착

높고 높은 시에라네바다산맥(Sierra Nevada 
Mountains)을 지나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에 도착하면 거대한 세쿼이아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거친 대자연 속에 189m 아
래로 쏟아지는 브라이들베일 폭포(Bridalveil Falls)
와 하프 돔(Half Dome) 및 엘 캐피탄(El Capitan) 
같은 화강암 절벽이 펼쳐집니다. 요세미티 빌리지
(Yosemite Village)로 걸음을 옮겨 이 지역 풍경을 담
은 사진을 전시한 안셀 아담스 갤러리(Ansel Adams 
Gallery)와 요세미티 박물관(Yosemite Museum)을 
방문해보세요. 모든 레벨에 맞는 다양한 트레일이 조
성되어 하이킹과 자전거 마니아의 천국이니 좀 더 오
래 머무르며 모험에 푹 빠져보세요.
숙박: 캘리포니아 주 요세미티 요세미티 국립공원

2시간 36분/199km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출발, 샌프란시스코 도착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며 페리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만(San Francisco Bay)의 알카트라즈 섬
(Alcatraz Island)으로 들어가 과거의 연방 교도소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관리하는 이 
섬의 바다에는 야생동물이, 육지에는 바닷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오래된 건축물도 많습니다. 과거의 미군 군사 
요새 프레시디오 샌프란시스코(Presidio of San Francisco)에서 새롭게 변신한 금문교 휴양지를 방문해 트레
일, 레스토랑, 박물관 및 특별한 이벤트를 즐겨보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베이커 비치

3시간 8분/268km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