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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곡과 메사 
그리고 후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출발, 유타주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도착   4시간 12분/403km
유타주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출발, 모압 도착   4시간 20분/403km
유타주 모압 출발, 애리조나주 페이지 도착   4시간 26분/439km
애리조나주 페이지 출발, 유타주 자이언 국립공원 도착   2시간 23분/191km
애리조나주/네바다주 미드호 국립휴양지/후버 댐   3시간 9분/313km

미드 호 국립휴양지/후버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라스베이거스
자이언 

국립공원 페이지

모압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이번 모험은 네바다주 남쪽에 자리한 사막의 오아시스, 라스베이거
스의 네온 불빛 아래서 시작해보세요. 테마가 있는 화려한 리조트가 
즐비해 24시간 운영되는 카지노, 유명 스타 셰프가 선보이는 획기적
인 식사, 전설이 된 스타가 출현하는 다양한 쇼와 콘서트 등 다채로
운 즐길 거리가 가득한 스트립(Strip)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 가
는 줄 모르실 겁니다. 초호화 리조트에서 머무를 때도 저렴한 숙소
에서 묵을 때도, 흥미진진하게 즐겨보세요. 고품격 쇼핑을 원하신다
면 시저스(Caesars)의 포럼 샵스(The Forum Shops) 또는 크
리스탈스(Crystals)와 비아 벨라지오(Via Bellagio)에 있는 샵스
(The Shops)로 가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의 쇼핑을 원한다면 스트
립 북쪽 끝의 패션 쇼 몰(Fashion Show Mall)이나 라스베이거스 
프리미엄 아울렛(Las Vegas Premium Outlets)을 추천합니다. 
독특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다운타운 컨테이너 공원(Downtown 
Container Park)을 방문해 탁 트인 야외에서 부티크와 레스토랑, 
바를 구경해보고 라이브 음악도 즐겨보세요. 화려한 라스베이거스에
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는 전혀 다른 자연의 명소, 불의 계곡 주립
공원(Valley of Fire State Park)이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가장 
오래된 이 주립공원에서 1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어마어마한 사암지
대와 고대 암면 조각을 발견해보고 다양한 야생동물도 만나보세요. 
보브캣, 잭래빗, 코요테 등 이 공원에서 사는 동물은 대부분 야행성이
니 다른 의미의 ‘나이트라이프’를 상상해보세요.

숙박: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프리몬트 스트리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출발, 유타주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도착

이제 버진 리버 고지(Virgin River Gorge)를 통과해 브라이스 캐니언 국
립공원(Bryce Canyon National Park)과 시더 브레이크스 국립기념
지(Cedar Breaks National Monument)의 천연 원형극장으로 여행
을 떠나보겠습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에 도착하면 공원을 통과하는 61km 
길이의 아름다운 길을 따라 드라이브하며 관광하고 하이킹을 즐길 곳을 
직접 골라보세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브라이스 원형극장(Bryce 
Amphitheater)에서 꼭 하이킹을 해보세요. 림 트레일(Rim Trail)에

서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의 풍경은 강렬한데, 밝은 색상의 가늘고 긴 바위
기둥인 후두(Hoodoo)로 가득합니다. 공원에 며칠 머무르며 선라이즈 포
인트(Sunrise Point), 선셋 포인트(Sunset Point), 인스퍼레이션 포
인트(Inspiration Point), 브라이스 포인트(Bryce Point) 등의 전망 
포인트에서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보고 렌즈에도 담아보세요. 해가 지면 별
이 쏟아질 것만 같은 광활한 밤하늘도 놓치지 마세요. 

숙박: 유타주 팬기치/브라이스 주변

유타주 브라이스 캐니언

4시간 12분/403km



유타주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출발, 모압 도착

이제 ‘캐시드럴 밸리(Cathedral Valley)’의 흰색 사암 
돔과 높이 솟은 기둥으로 유명한 캐피톨 리프 국립공
원(Capitol Reef National Park)으로 떠나보세요. 
아치스 국립공원(Aches National Park)에는 자연이 
만든 아치가 2천 개도 넘으며, 모든 레벨이 즐기기 좋
은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을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콜로라도강(Colorado River)과 그린강(Green 
River)이 흐르고 있어 래프팅의 천국이니 좀 더 머무르
며 모험을 즐겨보세요. 

숙박: 유타주 모압

유타주 모압의 터렛 아치

4시간 20분/403km



유타주 모압 출발, 
애리조나주 페이지 도착

이번에는 콜로라도강이 깎아 만든 캐니언랜즈 국립공원
(Canyonlands National Park)으로 향해 메사와 협곡이 연출
하는 극적인 사막의 풍경을 감상한 후 내추럴 브리지 국립기념지
(Natural Bridges National Monument)로 이동해 브리지 뷰 
드라이브(Bridge View Drive)에서 또는 브리지의 하이킹 트레일
을 누비며 자연 그대로의 다리를 건너보세요. 모뉴먼트 밸리 나바호 
부족공원(Monument Valley Navajo Tribal Park)은 높이 솟
은 사암 봉우리가 유명하며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촬영되고 있습
니다. 가까운 마을 애리조나주 페이지는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경계
를 이루는 곳으로, 선상 가옥, 낚시, 카약 및 래프팅으로 유명한 파월
호(Lake Powell)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앤털로프 캐니언
(Antelope Canyon), 나바호 캐니언(Navajo Canyon), 레인보
우 브리지 국립기념지(Rainbow Bridge National Monument) 
및 콜로라도강에서 사진에 꼭 담아야 할 곡선 지형인 호슈스 벤드
(Horseshoe Bend)를 놓치지 마세요. 정녕 잊지 못할 경험을 해
보려면 헬리콥터나 열기구에 올라 상공에서 이 모든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이곳에 좀 더 머무르며 가지각색의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 

숙박: 애리조나주 페이지

애리조나주 앤털로프 캐니언

4시간 26분/439km



애리조나주 페이지 출발, 유타주 자이언 국립공원 도착

자이언 국립공원(Zion National Park)은 가파
른 붉은 절벽과 협곡, 치솟은 기암괴석과 더불어 
층층이 내려오는 폭포와 강이 유명합니다. 이곳에
서 꼭 해야 할 모험은 버진강(Virgin River)을 따
라 하이킹하며 폭포와 돌틈에서 자란 식물을 탐
험하는 것인데, 자이언 캐니언(Zion Canyon)의 
가장 좁은 구역으로 들어가 300m 높이의 협곡과 
6~9m 너비의 강을 따라가는 하이킹도 놓치지 마
세요. 이 지역은 빛과 구도가 워낙 탁월해 수준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아옵
니다. 행운이 따른다면 캘리포니아 콘도르, 퓨마 
및 큰뿔야생양 등 공원에 사는 야생동물을 마주
치게 될 겁니다. 8km 길이의 콜롭 캐니언스 로드
(Kolob Canyons Road)를 따라 절경 속에서 드
라이브를 즐기며 진홍빛 협곡을 눈에 담고 극적인 
장관을 만끽해보세요.

숙박: 유타주 스프링데일/자이언 주변

애리조나주/네바다주 
미드호 국립휴양지/후버 댐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와 미드호 국립 휴양지(Lake 
Mead National Recreation Area)와 거대한 
후버 댐(Hoover Dam)의 멋진 하이킹 트레일을 걸
어 댐 기지나 천연 온천을 방문하고 모든 취향과 나
이를 저격하는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 

숙박: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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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주 자이언 국립공원의 데저트 펄 인

2시간 23분/191km

3시간 9분/313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