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일정:  
유타 주의 도시와 국립공원 
 
야외 모험은 유타 주를 대표하는 체험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유타 
주를 상징하는 사막 풍경을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기에 바쁩니다. 이 지역은 
솔트레이크시티와 프로보의 문화 및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추천: 2일 
 

 

모르몬교의 총본산인 솔트레이크시티의 중심부에는 템플 스퀘어(Temple Square)가 있습니다. 

모르몬교 교회, 솔트레이크 템플(Salt Lake Temple), 요셉 스미스 메모리얼 빌딩(Joseph Smith 

Memorial Building) 등 교회 건축물이 인상적입니다. 모르몬 교회 성가대의 연습을 보려면 미리 

시간을 알아보세요. 환상적인 공공 도서관 건물과 유타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of 

Utah)도 놓치지 마세요. 여름에는 하이킹, 자전거, 카약은 물론 그레이트솔트레이크(Great Salt 

Lake)에서 소금물에 둥둥 뜨는 경험을 해보고, 겨울에는 빅 코튼우드 캐니언(Big Cottonwood 

Canyon)에서 세계 수준의 스키를 즐겨보세요. 

 

유타 주 프로보 
추천: 1일 
 

 

남쪽으로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프로보는 아름다운 자연과 야외 모험으로 사랑받는 

도시입니다. 프로보 캐니언 경관도로(Provo Canyon Scenic Byway, 189번 고속도로)를 따라 프로보 

캐니언을 올라도 좋고, 가는 길에 하이킹, 자전거, 낚시와 사진찍기를 즐겨도 좋습니다. 고속도로를  



 

 

약간만 벗어나면 185m 높이의 브라이들 베일 폭포(Bridal Veil Falls)가 있습니다. 프로보로 

되돌아와 브리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 캠퍼스를 거닐고 고생물학 박물관(Museum 

of Palaeontology), 예술 박물관(Museum of Art), 몬테 L. 빈 생명 과학 박물관(Monte L. Bean Life 

Science Museum), 사람과 문화 박물관(Museum of Peoples and Cultures) 등 교내 무료 박물관도 

둘러보세요.  

 

유타 주 모압 
추천: 2일 
 

 

서부 최고의 공원은 아마 모압(Moab)에 있을 겁니다. 아치스 국립공원(Arches National Park)에서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는 기암괴석, 붉은 빛이 도는 아치, 신기한 지질학적 구조물 등을 

둘러보세요. 데드호스 주립공원(Dead Horse State Park)에서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촬영했던 

협곡을 찾아보세요. 국제밤하늘보호공원(International Dark Sky Park)인 만큼 밤하늘의 은하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데드호스와 가까운 캐니언랜즈 국립공원(Canyonlands National Park)은 

각종 야외 활동은 물론 협곡과 콜로라도 강(Colorado River)의 놀라운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페이지, 파월 호, 유타 주와 애리조나 주 
추천: 2~3일 
 

 

페이지는 유타 주와 애리조나 주의 경계에 걸쳐 있는 파월 호(Lake Powell)로 가는 기점입니다. 

파월 호는 하우스보트, 낚시, 카약과 래프팅으로 유명하죠. 앤텔로프(Antelope)와 나바호(Navajo) 

캐니언, 레인보우 브리지 국가기념물(Rainbow Bridge National Monument)과 콜로라도  

 



 

 

강(Colorado River) 최고의 포토 스폿인 호스슈 벤드(Horseshoe Bend)도 놓치지 마세요. 가이드 

동반 투어도 있고, 헬리콥터나 열기구를 타고 상공에 올라 조망하는 경험도 짜릿합니다. 

 

그랜드스테어케이스-에스칼랑트 국가기념물과  
유타 주 캐나브 
추천: 2일 
 

 

페이지-캐나브(Kanab) 간 89번 고속도로는 그랜드스테어케이스-에스칼랑트 국가기념물(Grand 

Staircase-Escalante National Monument)의 남쪽을 관통합니다. 미 대륙에서 마지막으로 지도에 

표시되었기에 아직 때묻지 않은 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슬롯 캐니언의 경이로운 풍경과 야외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가이드 투어로 기암괴석과 협곡 사이를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캐나브에서는 

자이언 국립공원(Zion National Park),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 등 다른 주요 공원으로 가기도 

편리합니다.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는  
GoUSA.or.kr 및 thebrandusa.com/USAtripkit를 방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