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로라도주 덴버  
덴버(Denver)는 아름다운 야외 풍경과 대도시의 매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이자 미국의 수제 맥주 열풍이 
시작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윈코프 브루잉 컴퍼니(Wynkoop Brewing Company) 같이 덴버에서 
가장 오래 된 소규모 양조장을 포함한 20개 수제 맥주 양조장을 도는 덴버 비어 트레일(Denver Beer Trail)
에 참여해 시원한 맥주를 맛보며 맥주 열풍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점, 레스토랑, 바와 클럽으로 
번화한 중심가인 라리머 광장(Larimer Square)은 콜로라도주가 자치령이 되기 전에 조성된 덴버의 첫 번째 
블록입니다. 덴버의 로어 다운타운 지역인 로도(LoDo)는 덴버에서 가장 오래 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콜로라도 
로키스(Colorado Rockies) 야구 팀의 홈 구장, 수많은 미술관과 부티크 그리고 수십 개의 레스토랑과 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덴버의 시각 예술 문화도 인상적입니다. 상당한 아메리카 원주민 예술 컬렉션을 보유한 
서부 최대 규모의 덴버 미술관(Denver Art Museum)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덴버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Denver)에서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현대미술 작품을 둘러보거나, 
마일 하이 시티(Mile High City, 덴버의 애칭)의 수많은 다른 갤러리를 둘러봐도 좋습니다. 60여 개의 갤러리가 
있는 샌타페이(Santa Fe)의 예술 지구는 50개 이상의 갤러리가 모인 골든 트라이앵글 박물관 지구(Golden 
Triangle Museum District)처럼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아트 워크를 실시합니다. 덴버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조각, 벽화, 소리, 빛을 이용한 작품 등 300점이 넘는 공공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으니 눈여겨 보세요. 숙박 시설: 
콜로라도주 덴버

로키산맥과 그레이트 플레인스,  
Rocky Mountains and the Great Pl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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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미술관



 

콜로라도주 덴버의 거리 예술

콜로라도주 덴버부터 콜로라도주 캐넌시티까지
신들의 정원(Garden of the Gods Park)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Colorado Springs)로 가면 눈부신 
파이크스 피크(Pikes Peak)를 배경으로 사암 지대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박스 캐니언(Box Canyon)을 따라 
55미터 높이에서 연이어 쏟아지는 세븐폭포(Seven Falls) 역시 잊지말고 방문해봐야 할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브로드무어(Broadmoor) 럭셔리 리조트에서 점심 식사를 즐긴 뒤 오늘 밤의 목적지인 캐넌시티(Canon City) 
외곽의 로열 고지 브리지 앤 파크(Royal Gorge Bridge & Park)로 이동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 
중 하나를 보고 클라우드스크래퍼 집라인(Cloudscraper Zip Line)과 로얄 러쉬 스카이코스터(Royal Rush 
Skycoaster)를 비롯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체험해 보세요. 숙박 시설: 콜로라도주 캐넌시티

콜로라도주 캐넌시티에서 콜로라도주 베일까지
골드 벨트 경관 도로(Gold Belt Byway)를 타고 캐넌시티에서 나와 깊은 협곡과 무성한 녹지의 장관을 체험해 
보세요. 한때 탄광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독특한 부티크와 레스토랑이 유서 깊은 건물에 둘러싸인 브레켄리지
(Breckenridge)의 매력적인 스키 여행지에 들러 점심 식사를 즐겨 보세요. 오늘 밤 묵을 곳은 베일산(Vail 
Mountain) 기슭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 마을 베일(Vail)입니다. 스키와 스노보드의 천국인 이곳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파와 레스토랑을 갖춘 다양한 로지가 있답니다. 여름에는 산악자전거, 하이킹과 골프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또 일요일마다 여는 파머스 마켓과 아트 쇼는 물론이고 매년 핫 서머 나이트 콘서트(Hot 
Summer Nights Concert) 시리즈도 펼쳐집니다. 걸어 다니기 좋은 이 도시에는 수백 개의 부티크와 갤러리가 
줄지어 있습니다. 카우보이 장비부터 스키 장비, 보석, 예술품과 의류까지 없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숙박 시설: 
콜로라도주 베일



 콜로라도주 베일에서 콜로라도주 그랜드정크션으로
자동차로 한 시간만 서쪽으로 달리면 온천과 동굴로 유명한 아름다운 글렌우드스프링스(Glenwood Springs)가 
있습니다. 글렌우드 핫 스프링스 풀(Glenwood Hot Springs Pool), 아이언 마운틴 핫 스프링스(Iron Mountain 
Hot Springs) 같은 온천은 치유 효과로 유명합니다.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콜로라도강(Colorado River)과 
로링포크강(Roaring Fork River)에서 짜릿한 급류 래프팅을 즐겨보세요. 여러 투어 업체에서 난이도가 낮은 
가족형 상품부터 난이도가 높은 상품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취향에 맞게 골라보세요. 글렌우드 캐번스 
어드벤처 파크(Glenwood Caverns Adventure Park)에는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긴 알파인 롤러코스터를 
포함한 스릴 만점의 놀이기구와 동굴 투어 그리고 수많은 레스토랑이 있어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서쪽의 그랜드정크션(Grand Junction)에서 하룻밤을 묵고 먹거리와 마실 
거리에 푹 빠져보세요. 그랜드정크션은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콜로라도주 과일 재배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Palisade)에 자리한 멋진 그랜드 리버 빈야즈(Grande River Vineyards)나 및 
플럼 크릭 와이너리(Plum Creek Winery)에서 포도밭을 산책한 후 와인을 드셔 보세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운타운 파머스 마켓에 나가 당일 수확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골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심에서 몇 분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37km 길이의 림 록 드라이브(Rim Rock Drive) 위 콜로라도 국립 
기념지(Colorado National Monument)에서 붉은 암석 협곡의 환상적인 360도 전망을 감상해보세요. 사막 
큰뿔야생양이나 목도리도마뱀 같은 야생동물을 볼지도 모른답니다.  숙박 시설: 콜로라도주 그랜드정크션

콜로라도주 그랜드정크션에서 와이오밍주 록스프링스로
북쪽에 있는 국립 공룡 유적지(Dinosaur National Monument)로 가면 채석장에 있는 바위 속의 공룡 뼈와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산과 협곡에서 하이킹을 즐기며 엘크와 뮬사슴을 만나거나 맥키스프링스(McKee 
Springs)의 고대 암각화를 감상해보세요. 북서쪽의 플레이밍 고지 국립 휴양지(Flaming Gorge National 
Recreation Area) 전망대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저수지와 붉은 암석이 이루는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의 목적지는 역사적인 광산 마을 록스프링스(Rock Springs)입니다. 알맞은 시간에 도착해 토지 
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야생마 관찰 지역을 방문해보세요. SUV나 사륜구동 차량이 있다면 
파일럿 뷰트(Pilot Butte) 야생마 경관도로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숙박 시설: 와이오밍주 록스프링스

와이오밍주 록스프링스에서 와이오밍주/몬태나주/아이다호주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북쪽의 잭슨 홀(Jackson Hole) 계곡에 있는 작은 마을 잭슨(Jackson)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고 역마차 투어, 
로데오와 역사 투어를 통해 개척 정신을 한껏 느껴보세요. 타운 스퀘어(Town Square)는 근처의 엘크 보호구역
(National Elk Refuge)에서 나온 엘크 뿔로 만든 4개의 거대한 아치가 유명하답니다.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보호구를 다니며 위풍당당한 엘크의 모습도 찾아보세요. 존 D. 록펠러 기념 고속도로(John D Rockefeller 
Memorial Highway)를 타면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Grand Teton National Park)과 옐로스톤 국립공원
(Yellowstone National Park)을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 제1호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빼놓고 어떻게 미국 서부 여행을 논할 수 있을까요?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도 일부 걸치기는 하지만 90% 
이상이 와이오밍 주에 속한 이 거대한 공원은 화산 지대 위에 있어 놀라운 지열 활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 와이오밍주/몬태나주/아이다호주 옐로스톤 주변



 

와이오밍주/몬태나주/아이다호주 옐로스톤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에서 온종일 놀라운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온종일 하늘로 
뜨거운 물을 내뿜는 간헐천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의 분출 타이밍을 기다리며 도시락을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1904년 지역산 자재로 건설한 역사적인 올드 페이스풀 인(Old Faithful Inn)은 자타공인 세계 
최대의 통나무 건축물이랍니다. 공원을 탐방할 때 길 표시가 된 보드워크와 트레일을 따라 걸으면 온천, 간헐천, 
풀과 같은 수많은 자연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옐로스톤에는 늑대, 엘크, 들소, 곰, 무스를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낮 시간에 공원의 수많은 야생 트레일에서 하이킹하거나 산악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숙박 시설: 와이오밍주/몬태나주/아이다호주 옐로스톤 주변

와이오밍주/몬태나주/아이다호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몬태나주 빌링스로
옐로스톤 북쪽에서 가디너(Gardiner)를 지나면 전기 철도 마을 리빙스턴(Livingston)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림같은 경치를 배경으로 점심 식사를 즐기고 미술관을 돌아본 후 철도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리빙스턴 
디포 센터(Livingston Depot Center)를 방문해보세요. 옐로스톤강 계곡(Yellowstone River Valley)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주에서 가장 큰 도시 빌링스(Billings)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몬태나주의 야생을 탐험하며 수많은 야생동물을 발견해보세요. 옛 서부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도 
많습니다. 뉴욕시(New York City)의 월도프 아스토리아(Waldorf Astoria), 플라자(Plaza) 호텔의 건축가가 
설계한 모스 맨션(Moss Mansion)은 이곳의 필수 관광지입니다. 신나는 로데오도 체험해보세요.  숙박 시설: 
몬태나주 빌링스

옐로스톤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



 

노스다코타주 메도라에서 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시티로 
동쪽에 있는 페인티드 캐니언 방문자 센터(Painted Canyon Visitors Center)로 가면 사우스다코타주 남쪽으로 
이동하기 전 배드랜즈(Badlands)의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피어피시 캐니언(Spearfish Canyon)을 
통과해 옛 서부에서 가장 유명한 골드러시의 현장인 역사적인 광산 마을 데드우드(Deadwood)를 만나보세요. 
이곳의 필수 관광지는 캘러미티 제인(Calamity Jane)과 와일드 빌 히콕(Wild Bill Hickok)이 잠들어 있는 
모리아산 묘지(Mount Moriah Cemetery)입니다. 블랙 힐스(Black Hills)에서 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랠리(Sturgis 
Motorcycle Rally)와 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Sturgis Motorcycle Museum & Hall of 
Fame)이 있는 스터지스(Sturgis)로 가는 길에는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래피드시티
(Rapid City)입니다. 이곳의 메인 스트리트 광장(Main Street Square)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실물 크기 동상이 
있으며 수많은 갤러리와 박물관, 레스토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 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시티

러시모어산

몬태나주 빌링스에서 노스다코타주 메도라로 
동쪽의 메도라(Medora)로 가는 길을 살짝 우회하면 1876년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 중령이 전투를 이끈 리틀 
빅혼 전적지 국립 기념지(Little Bighorn Battlefield National Monument)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와 커스터 국립묘지(Custer National Cemetery)도 들러보세요. 북동쪽의 노스다코타주(North Dakota)
로 가면 시어도어 루스벨트 국립공원(Theodore Roosevelt National Park)이 있습니다. 시닉 루프 드라이브
(Scenic Loop Drive)를 타고 들소가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니는 북부 대평원(Northern Great Plains)과 
배드랜즈(Badlands)를 탐험해보세요. 숙박 시설: 노스다코타주 메도라



 

사우스다코타주 핫스프링스에서 네브래스카주 스코츠 블러프 국립기념지로
남쪽의 네브래스카주(Nebraska)에 도착하면 먼저 채드런(Chadron)에 들러 베임스 보르도 교역소(James 
Bordeaux Trading Post)의 모피 교역 박물관(Museum of the Fur Trade)을 관광해보세요. 로빈슨 요새 
주립공원(Fort Robinson State Park)은 1877년 크레이지 호스(Crazy Horse)가 사망하고 1879년 샤이엔 
사태(Cheyenne Outbreak)가 발발한 곳입니다. 버팔로와 롱혼 떼가 있는 환상적인 절경 속에 푹 빠져보세요. 
스코츠 블러프 국립기념지(Scotts Bluff National Monument)에서는 오리지널 오리건 트레일(Oregon Trail)
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절벽 꼭대기에 오르면 노스플랫강(North Platte River) 계곡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 네브래스카주 스코츠 블러프

스코츠 블러프 국립기념지

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시티에서 사우스다코타주 핫스프링스로
한적한 곳에서 멋진 경험을 하고 싶다면 아침 일찍 키스톤(Keystone)으로 출발해 러시모어산 국립기념지(Mount 
Rushmore National Memorial)의 일출을 감상해보세요. 사우스다코타주(South Dakota) 블랙 힐스(Black 
Hills)에는 화강암 바위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된 화강암 바위 기념물이 있습니다. 링컨 보글럼 방문자 센터(Lincoln Borglum 
Visitor Center)에 들러 제작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명예로운 라코타(Lakota) 지도자를 기념하여 제작 
중인 크레이지 호스 기념지(Crazy Horse Memorial)에서 사우스다코타주(South Dakota)의 또 다른 경이로움을 
만나보세요.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커스터 주립공원(Custer State Park)은 버팔로 떼와 아름다운 경관 도로로 
유명합니다. 주에서 가장 큰 공원의 역사와 자연, 순수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세요. 탐사와 드라이브의 일정을 
마무리할 다음 목적지 핫스프링스(Hot Springs)의 필수 관광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에반스 플런지 미네랄 
온천(Evans Plunge Mineral Springs)입니다. 61마리 이상의 매머드 화석이 발견된 고대의 싱크홀 매머드 발굴 
현장(Mammoth Site)도 꼭 들러보세요.  숙박 시설: 사우스다코타주 핫스프링스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VisitTheUSA.com을 방문해보세요.

로키산 국립공원

콜로라도주 에스테스 공원에서 콜로라도주 덴버로 
로키산 국립공원(Rocky Mountain National Park)에서 진정한 야생을 탐험해보세요. 하절기 추천 코스는 
트레일 리지 로드(Trail Ridge Road)입니다. 비버 메도스 방문자 센터(Beaver Meadows Visitor Center)
에서 알파인 방문자 센터(Alpine Visitor Center)로 이어지는 이 트레일에서는 선댄스 마운틴(Sundance 
Mountain)과 툼스톤 리지(Tombstone Ridge)의 장엄한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랜드 레이크(Grand 
Lake)는 청정 산악 호수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보드워크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랜비호
(Lake Granby) 호숫가를 따라 아름다운 윈터 파크 리조트(Winter Park Resort)로 이동하며 꽃들이 만발한 
목초지 트레일을 하이킹해보세요. 오늘 밤은 덴버로 돌아가 여정의 시작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숙박 시설: 콜로라도주 덴버

네브래스카주 스코츠 블러프 국립기념지에서 콜로라도주 에스테스 공원으로
스코츠 블러프(Scotts Bluff) 북서쪽에는 와이오밍주의 주도이자 옛 서부 문화로 가득한 샤이엔(Cheyenne)
이 있습니다. 19세기 기차역이었던 샤이엔 철도역(Cheyenne Depot)에는 방문자 센터와 체험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도심 도보 투어에 참여한다면 카우보이 부츠와 모자를 착용해볼 수 있는 서부 스타일 의상점에 
꼭 들러보세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로키산 국립공원(Rocky Mountain National Park)으로 가는 관문인 
에스테스 공원(Estes Park)으로 출발합니다. 숙박 시설: 콜로라도주 에스테스 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