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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립공원과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도착  소요 시간: 3시간 30분, 거리: 360km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출발,   소요 시간: 4시간 15분, 거리: 410km 
콜로라도주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도착 

콜로라도주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출발, 애리조나주 친리 도착   소요 시간: 2시간 30분, 거리: 241km

애리조나주 친리 출발, 피닉스 도착   소요 시간: 5시간, 거리: 473km

피닉스

친리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숙박: 애리조나주 피닉스

애리조나주 피닉스
1일 차

소노라 사막(Sonoran Desert)의 장관을 조망하는 열기구 
투어로 그레이터 피닉스 지역(Greater Phoenix Area) 탐방을 
시작해 보세요. 햇빛이 찬란하고 자연 또한 아름다운 피닉스는 
골프 마니아의 천국입니다. 이 지역에만 골프장이 200개도 
넘으니 골프 애호가라면 하루 이틀 라운딩을 즐겨도 좋겠죠? 사막 
식물원(Desert Botanical Garden)에 조성된 다양한 트레일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놓쳐선 안 될 곳이니 남서부 사막에 
서식하는 독특한 동식물을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아메리카 
인디언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허드 박물관(Heard 
Museum)을 방문해 44,000점이 넘는 컬렉션을 관람해보세요. 
서밋 로드를 달려 남산 공원(South Mountain Park)의 도빈스 
전망대(Dobbins Lookout)에 오르면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에코 캐니언 휴양지
(Echo Canyon Recreation Area)의 녹음이 짙은 카멜백산
(Camelback Mountain)으로 향해 난이도 높은 정상 등반 코스 
2곳에 도전해보세요. 쇼핑 마니아라면 주변의 아울렛 몰에서 
할인 상품을 찾아보거나 빌트모어 패션 파크(Biltmore Fashion 
Park)에 입점한 고급 매장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주변에 있는 고대 푸에블로 건축물을 탐방해보거나 쿨리지
(Coolidge)의 카사 그란데 유적 국립기념지(Casa Grande 
Ruins National Monument)와 호호캄 피마 국립기념지
(Hohokam Pima National Monument)에서 선사시대 
농부들의 삶을 알아보세요.

애리조나주 사막 식물원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도착

약 1200년 전 고대 푸에블로인이 살았던 절벽 거주지, 몬테주마 캐슬 국립기념지
(Montezuma Castle National Monument)는 5층 구조물로, 본래 약 50
명의 토착 시나구아인들이 주거를 목적으로 지은 집입니다. 세도나는 다수의 
치유자와 예술가가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오랜 시간 영혼의 오아시스로 불립니다. 
플래그스태프는 흔히 미국 ‘어머니의 도로’로 불리는 66번 국도(Route 66)가 
유명합니다. 이 두 곳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rand Canyon National Park)
으로 가는 길에 꼭 들러야 할 여행지입니다. 깊이 1.6km, 폭 29km로 보는 순간 

2일 차 

감탄이 절로 나는 그랜드 캐니언이 내뿜는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온전히 만끽할 
장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 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사우스 림(South Rim)
이 좀 더 편리하니 이용해보세요. 여기에서 자동차, 버스, 노새사슴, 헬리콥터, 
래프팅 또는 도보로 공원의 경치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숙박: 애리조나주 투사얀 또는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

소요 시간: 3시간 30분, 거리: 360km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출발,  
콜로라도주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도착

모뉴먼트 밸리 나바호 부족공원(Monument Valley Navajo Tribal Park)
으로 향해 수많은 서부 영화 촬영지로 활약한 유명한 장소에서 높이 솟은 사암 ‘
구조물’을 구경한 후 콜로라도주로 넘어가 캐니언스 오브 에인션츠 국립기념지
(Canyons of the Ancients National Monument)를 방문해 푸에블로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6천여 고대 유적지를 살펴보세요.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Mesa Verde National Park)으로 향해 원시시대 여행을 

3일 차 

이어가며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고대 푸에블로인 절벽 거주지로 150개 방을 
갖춰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클리프 팰리스(Cliff Palace)를 
직접 만나보세요. 공원 박물관이 소장한 3백만 점이 넘는 컬렉션을 관람하거나 
하이킹하며 협곡과 풍경이 연출하는 가장 경이로운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숙박: 콜로라도주 코르테즈

소요 시간: 4시간 15분, 거리: 410km

콜로라도주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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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리조나주 66번 국도,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

콜로라도주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출발, 
애리조나주 친리 도착 애리조나주 친리 출발, 피닉스 도착
4일 차 5일 차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차코 문화 국립역사공원(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 Park)으로, 여기는 호피인과 
푸에블로인 선조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나바호 네이션(Navajo Nation)에 들러 허벨 교역소 
국립사적지(Hubbell Trading Post National Historic site)에서 나바호 부족의 예술과 문화를 알아본 후 캐니언 
드 셰이 국립기념지(Canyon de Chelly National Monument)로 여정을 이어가 거의 반만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살펴보세요. 공원 요원이나 나바호 가이드를 따라 협곡의 절경을 감상하고 고대 푸에블로인과 
나바호 부족의 유적지도 방문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66번 국도를 따라 차를 몰아 화석으로 유명한 페트러파이드 포리스트 국립공원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에 들러 2억 년 전 트라이아스기에 쓰러진 나무를 꼭 관찰해보세요. 
길을 가는 동안 자연 속에서 하이킹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드라이브를 즐길 때는 절벽의 전망대, 언덕, 
후두 및 암면조각을 찾아 경치를 즐겨보세요.

숙박: 애리조나주 친리 숙박: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요 시간: 2시간 30분, 거리: 241km 소요 시간: 5시간, 거리: 473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