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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enweep
National Monument

Canyonlands National Park
Manti La Sal National Forest - Abajo Mountains

San Juan County는 국립 여가활동 지점으
로 지정된 5개 지역을 운영합니다. Canyonlands
National Park은 아름다운 경치와 친밀한 협곡 경
험을 선사합니다. Hovenweep National Monument에
서는 주거지 및 탑 유적의 탐사를 통해 고대
Puebloan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볼 수 있
습니다. Natural Bridges National Monument에는 물
줄기가 흘러 생성한 자연 바위 다리가 있으며, 세
계에서 가장 큰 자연 바위 다리 5개 중 3개가 여기
에 있습니다. Rainbow Bridge National Monument
는 4번째의 관광지이며 호수를 둘러싸는 넓은
Glen Canyon National Recreation Area의 Lake
Powell을 통해 도착합니다.
Natural Bridges NM

© Tom Till

미국 영화배우 죤 웨인이 유
명하게 만든 Monument
Valley Navajo Tribal Park
은 유타 남동부의 중심에 위
치합니다. 클래식 미국 서부
경치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
명해진 이 계곡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나바호 주
민의 삶의 한 예를 보여드립
니다.

일출과 일몰은 사직 찍기
에 가장 좋은 시간이지
만, 이 계곡은 항상 호기
심을 자아냅니다.
Rainbow Bridge NM

유타의 남동부에서 유일하
게 고고학적인 공식 저장
지역인 이 박물관은
Blanding에 위치합니다. 변
화하는 경치는 700년 전에
존재한 고대 Puebloan 문명
과 아직도 San Juan County
의 인구를 구성하는 Ute,
나바호 및 앵글로 문화를 보입니다. 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적을 통해 주거지와
‘카바’라고 알려진 제사 건물들을 더 자
세히 관찰하십시오. 보통 유일한 ‘관람
용 저장소’의 잠긴 문 뒤에 보관되는 많
은 유물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
코앵무 깃털 장식띠(오른쪽), 나무로 만
든 정교한 칼 세트, 완벽하고 섬세한 베
틀 및 여러가지 원초 물품을 포함한 바
구니 등이 다양한 다른 항목들과 함께
진열됩니다.
미국 남서부 인디언 예술가들의 작품, 훌륭한
사진전 및 예술 등을 하이라이트 하는 특별 전시회, 축
제 및 이벤트들은 연중으로 개최됩니다. 축제, 프로그
램 및 특별 이벤트들은 이야기 발표 및 공예 워크숍을
통해 전통적인 가치를 장려합니다. 박물관 방문은 고
대 남서부Puebloan 주민들이 남긴 유적 및 바위 예술을
탐험하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San Juan River 의 고지에 위치한 이 공원은 강 골짜기
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1,000 피트 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강은 거위의 굽어진 목과 같이 꼬여 돌아
가며, 서쪽으로 1.5 마일에 떨어진 Lake Powell을 향해 6
마일 이상이나 흐릅니다. San Juan의 Goosenecks는 북
미에 있는 entrenched river meander(방비된 꼬불꼬불한
강)의 가장 인상적이며 긴 실례입니다. 이 공원에서 무
한하게 긴 시간 동안에 생성된 지질학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3억년의 지질학적 활동의 결과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협곡 아래에서는 가장 오래된 바위
가 발견되며, 방문객들이 밟고 있는 꼭대기에는 새로
생성된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협곡의 하부 1/3에 위
치한 엄청나게 큰 석회석 층은 3.1억년에서 2.7억년 정
도 오래됐습니다. 7천만년 전에 이 지역으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왔고 강이 협곡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Goosenecks State Park은 지구의 뼈대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막지대에 식물이 많이 없는
이유로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구의 구조가 더 잘
보입니다. 남쪽 아래로 내려가면 Monument Valley의
구조가 보이며, 동쪽으로 가면 Navajo Tapestry라고 알
려진 Raplee Anticline이 위치합니다. Mexican Hat 근처
에는 캠프장 및 숙박시설이 제공됩니다. 작은 주차장
및 재래식 화장실이 제공됩니다. 식수 또는 장작은 제
공되지 않습니다.

Glen Canyon National Recreation Area는 사막에 있는 오
아시스입니다. 이 지역은 빨간색 사암과 사막 식물로
구성된 해안 1,800 마일의 Lake Powell을 둘러쌉니다.
National Park Service가 관리하는 Glen Canyon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외딴 여행 경험과 도전적
인 황야의 본지입니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은 최신 보
트와 다른 장비로 호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별빛 밑
에서 캠핑을 하거나 호화로운 거주용 배를 임대하십시
오.
Bridge National Monument
는 Glen Canyon Area에 위치하
고 보트로 간편하게 도착할 수
있으며, Halls Crossing Marina에
서 관광이 시작됩니다. 세계에
서 가장 큰 자연적인 다리인
Rainbow Bridge는 Navajo
Mountain 밑에 있는 Forbidding
Canyon의 깊은 장소에 위치합
니다. 이 다리는 275피트(84 미
터)까지 연장되며 높이 290 피트(88 미터)까지 아치를
구성합니다. 상부의 두께는 42 피트(13 미터), 너비는
33 피트(10 미터)입니다. 나바호 주민들은 이 다리를 신
성하게 여기며, Glen Canyon National Recreation Area 안
에 Lake Powell의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신기한 지
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San Juan County에 2개의 Forest Service가 위치합니다.
La Sal Mountains는 카운티의 북쪽 가장자리, Abajo
Mountains은 Monticello의 서쪽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이 두 장소에서 호수, 다양한 식생 및 풍부한 야생 동
물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La Sal Mountains 봉우리의 높
이는 산 기슭 4,000 피트(1,312 미
터)에서 13,000 피트(4,000 미터) 이
상입니다. 아 산의 기후 및 경치
는 주위의 빨간 바위 및 사막과 대
조합니다. 야생 꽃이 자라고 낮은
고도에서 꽃이 피며, 더 높은 고도
에서도 만발하게 꽃이 자랍니다.
이 산의 낮은 온도는 여름에도 선선한 보금자리를 제
공합니다. 가을에는 아스펜 나무의 금색 나뭇잎들이
전나무의 녹색 잎에 대조하여 빛납니다. 또한 겨울에
는 눈이 내려 조용한 웅장함을 이 산으로 가져옵니다.
이 산은 사슴, 말코손바닥사슴, 그리고 다른 야생동물
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등산, 자전거, 스포츠 자동차 및
ATV 오솔길은 Four Corners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이는 고도지로 안내합니다. 높은 장소로 등산하거
나, 어둡고 시원한 산 협곡에서 쉬십시오. 이 산은 사
막의 더운 기후를 피해 쉴 수 있는 장소, 평화로운 야
외 지점입니다.

San Juan County의 공공 토지는 Bureau of Land
Management(BLM)가 관리합니다. 사막 고지, 강 지역
및 모래 사막은 다양한 여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고속도로 191번에서 12마일 떨어져 유타
고속도포 211번과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Newspaper
Rock Recreation Site는 고대 역사적 바위 예술로 덮인
절벽 얼굴입니다. Canyon Rims Recreation Area는 거대
하고 다양한 지역이며 전망대, 캠프장, 등산지, 자전거
길, 스포츠 자동차 및 OHV 오솔길과 바위타기 지역 등
으로 준비되어있습니다. Beef Basin은 스포츠 자동차로
도달할 수 있는 외딴 지역이며 유적 및 바위 예술 지점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bajo Mountains의 서부 가장자
리에 위치한 Dark Canyon Primitive Area는 고도 토지와
Glen Canyon 옆에 위치한 사막을 포함합니다. Comb
Wash는 Comb Ridge를 산에서 사막까지 따라 위치하고
많은 유적 및 바위 예술 지점을 포함합니다. Abajo
Mountains의 남쪽에 위치한 Cedar Mesa는 최고의 등산
경험을 제공하며 고대 Puebloan 주민의 유적이 발견됩
니다. Valley of the Gods에서는 격리된 사암 모놀리스,
섬세한 절정과 계곡 기슭 위로 솟는 긴 바위 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공 토지는 BLM이 관리하며 몇 일
에 걸친 호기심과 신기로움을 자아냅니다. 야외 활동
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식수를 준비하고 외딴 길에서
는 추가 자동차 또는 친구와 함께 여행하십시오.

Canyon Country에서 스포츠 자동차를 즐기십시오!

Canyon Country의 ATV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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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례 Bluff 국제 기구 축제
4월
Arch Canyon 지프 축제
농장일! 농장 배우기.
5월
Cinco de Mayo
Four Corners 인디언 예술 마켓
옛 서부의 Blue Mountain 축제
Bull Hollow 모토크로스 경주
6월
San Juan County 유산 축제
Vintage 오토바이 예선
블루스와 함께 하는 누비질
Blue Mountain 오픈 편자 대회
Bull Hollow 모토크로스 경주
7월
4th of July 축제
Blue Mountain 자전거 경주
Pioneer Day 축제
대형 4 트랙터 끌기
Hideout 골프 클럽 아마추어 시합
Bull Hollow 모토크로스 경주
8월
Utah Navajo 박람회 및 로데오
San Juan 오픈 편자 대회
San Juan County 박람회 및 로데오
Bull Hollow 모토크로스 경주
9월
San Juan ATV 사파리
Ancient Trails 오토바이 여행
Bluff 예술 축제
10월
사슴 사냥철 시작
12월
연례 크리스마스 점등 퍼레이드

관광 정보 센터는 국립, 주립 및 부족 시설 및 Blanding
과 Monticello 지역사회에서 운영됩니다. 관광 정보 센
터에는 팜플렛, 지도, 비디오와 기념물이 준비되어 있
으며 Canyon County에서의 경험을 훌륭하게 만들어줄
지역 주민 직원이 근무합니다.
Blanding 관광객 센터
12 North Hwy. 191, Blanding
435-678-3662
blandingvisitorctr@frontiernet.net
Utah 남동부 환영 센터
216 S. Main Street, Monticello
435-587-3401
cityinfo@monticelloutah.org
Edge of the Cedars State Park
Goosenecks State Park
660 W. 400 N., Blanding
435-678-2238
edgeofthecedars@utah.gov
Manti-La Sal 국립 삼림
432 E. Central, Monticello
435-587-2041
www.fs.fed.us/r4/mantilasal
Bureau of Land Management
365 N. Main Street, Monticello
435-587-1500
www.blm.gov/utah/monticello

국립 공원
국립 기념물
부족 공원
Canyonlands National Park
General Info:435-719-2313
Reservations: 435-259-4351
www.nps.gov/cany
Glen Canyon National
Recreation Area
(Lake Powell—Up Lake)
General Info: 435-684-7400
www.nps/gov/glca
Hovenweep
National Monument
General Info: 970-562-4282
www.nps/gov/hove
Natural Bridges National
Monument
General Info: 435-6972-1234
www.nps.gov/nabr
Monument Valley Navajo
Tribal Park
General Info: 435-727-5870
www.navajonationparks.org

응급 전화번호
911 또는 1-800-269-8011
또는 877-526-3911로 전화하십시오.
Navajo Nation에서는
520-697-5600로 연락하십시오
San Juan County 경찰서 435-587-2237
Blanding City 경찰서435-678-2334
Monticello City 경찰서435-587-2273

San Juan 병원 435-587-2116

지도 부호
자연 아치

바위 예술

Trail of Ancients 전경 뒷길

고고학 지점

공항
관광객 정보 센터

주요 도로 – 포장됨
전경 도로 – 경사도로

주립 공원
국립 공원 순찰서
항구

도시

국립 삼림 토지

San Juan County
경계

국립 공원 및 국립 기념물 토지

출발지 Seattle

출발지 San Francisco

Salt Lake City
다선 INTERSTATE
고속도로

191

Denver

6

미국 고속도로

동부 출발

Grand Junction
191
24

주 고속도로
국내 또는 국제
항공 서비스

12
9

24

95

Cortez

San

89

Juan
County

통근 항공 서비스

491

163
160

Las Vegas
출발지 Los Angeles

191

Santa Fe

89

Gallup

Flagstaff
191

출발지 Los Angeles

Farmington

동부 출발

Albuquerque

Phoenix

자세한 항공 일정표
가 제공됩니다.
www.utahscanyoncountry.com

•
•
•
•
•
•
•

출발지 Dallas

야외 여행 안전 안내사항
1일당 하루에 1 갤런 식수를 소지하십시오.
적절하게 옷을 착용합시오.
여행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그룹과 함께 여행하십시오.
혼자 여행할 경우, 공원 또는 관광객 센터 직원에게 목적지 및 귀환 시간을 알리십시오.
길을 잃을 경우 그 지역을 떠나지 마십시오! 공중에서 잘 보이는 지역에 위치하십시오.
휴대폰이 접속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기 전에 휴대폰이 작동하는지 점검하십
시오.

NEEDLES OUTPOST - Canyonlands National Park
BASE CAMP - North San Juan County
435-260-1783

www.letsplaysoccer.com

BAR-TN CATTLE YOUTH CAMP - Monticello
435-587-2332 866-587-1005 www.bar-tn.com
BAR V SLASH (-V/) OUTFITTERS - Monticello
435-587-2047 (사냥 가이드 )
BENNETT TOURS - Monument Valley
435-727-3283
BIG HORN EXPRESS - between Salt Lake City &

NORTH WASH OUTFITTERS - Bluff
435-672-9942

www.northwashoutfitters.com

PACK CREEK RANCH TRAIL RIDES - North County
435-259-5055 888-879-6622
www.packcreekranch.com
RAINBOW AIR - Halls Crossing, Lake Powell
435-684-2419
REDD RANCHES GUIDES AND OUTFITTERS –LaSal
435-459-4930

Monticello 888-655-7433

SACRED MONUMENT TOURS - Monument Valley

BLACK HAWK TOURS - Blanding
435-678-3224 800-308-3460 www.blanding.net
BLACK TIMBER OUTFITTERS - Blanding
435-760-0836 435-459-1077
www.blacktimberoutfitters.net

435-979-4007 www.canyonlandsneedlesoutpost.com

(사냥 가이드 )

435-727-3218 www.monumentvalley.net
SCENIC AVIATION - Blanding Municipal Airport
435-678-3222 888-566-4686 ext. 118
www.scenicairtours.com

BLACK’S HIKING & JEEP TOURS - Monument
Valley www.blacksmonumentvalleytours.com

SIMPSON’S TRAILHANDLER TOURS - Monument
Valley 435-727-3362 www.trailhandlertours.com

BLUE MOUNTAIN HUNTS - Monticello

SOUTHWEST ED-VENTURES/FOUR CORNERS
SCHOOL - Monticello 435-587-2156
800-525-4456 www.sw-adventures.org

435-587-2113 (사냥 가이드 )
BUCKHORN LLAMA COMPANY - Bluff

SUNRISE OUTFITTING (사냥 가이드 ) - Blanding

435-672-2466 www.llamapack.com
DANIEL’S GUIDED TOURS - Monument Valley
435-727-3227
FAR OUT EXPEDITIONS - Bluff
435-672-2294 www.faroutexpeditions.com
FRED’S ADVENTURE TOURS - Monument Valley
435-739-4294
GOULDING’S TOURS - Monument Valley
435-727-3231 800-874-0902 www.gouldings.com
HOMELAND HORSE & VAN TOURS - Monument
Valley 435-727-3466 www.navajo.org
LAKE POWELL RESORTS & MARINAS
Halls Crossing Marina 435-684-7000
Hite Marina 435-684-2278
800-528-6154 (사냥 가이드 )

TOTEM POLE TOURS & TRAIL RIDES - Monument
Valley 435-727-3313 800-345-8687
www.navajonationparks.org
TOURS OF THE BIG COUNTRY - Bluff
435-672-2281

www.bluff-utah.org/recapturelodge/

WILD HORSE ROOST - LaSal
970-739-7410 www.wildhorseroost.com
WILD RIVERS EXPEDITIONS - Bluff
435-672-2244 800-422-7654
www.riversandruins.com

DINOSAUR MUSEUM - 754 S. 200 W., Blanding

www.lakepowell.com

435-678-3454

MOONLIGHT SPRINGS ATV TOURS
Monument Valley 435-727-3331
MT. PEALE INN & SPA - LaSal
435-686-2284 888-687-3253

435-678-2838 www.sunriseoutfitting.com

435-727-3266

www.dinosaur-museum.org

EDGE OF THE CEDARS MUSEUM - 660 W. 400 N.
Blanding 435-678-2238 www.stateparks.utah.gov
FRONTIER MUSEUM - 216 S. Main, Monticello

www.mtpeale.com

MOUNTAIN FLYING SERVICE - Monticello
Oct-Apr 800-954-8747 435-260-0062
www.flyglacierbay.com/moab/
NAVAJO COUNTRY GUIDED TRAIL RIDES
Monument Valley 435-727-3390
www.a-aa.com/trailride

435-587-3235
GOULDING’S MUSEUM - CR 421, Monument Valley
800-874-0902 www.gouldings.com
HOLE-IN-THE-ROCK HOME - N. Hwy 191, N. County
435-686-2250

www.theholeintherock.com

HUCK’S MUSEUM - 1387 S. Main, Blanding
435-678-2329

(열거된 도시들이 캠프장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 캠프장은 연중으로 운영되며, 식수는 계절별로 제공됩니다.
+ 애완 동물은 가죽끈을 착용해야 허용됩니다.

캠핑 캐빈

프로판 판매

유료

애완 동물 허용

폐기장

낚시

배타기

수영

세탁

샤워

화장실 시설

피크닉 테이블

식수

재래식

텐트 지점

최고 길이

모든 시설 비치

지점 계수

일상 한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절

상업용 캠프장(도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열거됨)

고도

사냥 가이드

인터넷 서비스

실내 커피

냉장고

전자 레인지

아침 식사 제공

수영장

애완 동물

식당

온수 욕조

전화

TV/케이블 TV

흡연 금지

부엌

장애자 이용 가능

방 개수

숙박시설

숙박 시설 목록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열거됩니다.

알코올, 맥주, 포도주

각자 음식 가져오기

커피 및 차

야외 요리

간이 식품

카페

식당

식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