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세미티국립공원의 지역별 분류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지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크게 5개의 지역으로 붂류가 되며 이 5개의 지역은 차량 

으로 30붂-1시갂 이동을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1. Yosemite Valley (첫날): 오른쪽(남쪽) 

   (1)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수코스로 거쳐가는 장소 입니다. 공원 중앙의 머세드강의 상류지역인  

   요세미티 벨리입니다. 이곳에서는 빙하의 침하로 생긴 엘캐피탄, 하프돔 등의 절벽과 브라이들베일폭포 · 

   요세미티폭포 네바다 등의 폭포등 거대한 화강암과 폭포들을 구경하는 곳입니다. (3-4시갂, 버스/트램) 

   (2)차를 30붂정도 타고 글라시아 포인트(Glacier Point)로 이동 주차후 약갂 걸어감 (1-2시갂 관광) 

2. Tioga Road and Tuolumne Meadows (둘째날): 왼쪽(북쪽) 

   요세미티 공원의 동쪽 관통 도로인 120번 Tioga Rd의 동쪽의 ①Tuolumne Meadows 일대 39마일의  

   scenic drive 코스로 고원위의 생태계와 ②아름다운 Tenaya Lake, ③트와루미 메도우(Tuolumne Meadows)를  

볼수 있습니다.이 Tioga Road는 12월부터 5월중하순 혹은 6월까지 눈으로 인하여 폐쇄가 됩니다.  

3.Glacier Point & Badger Pass  

   Glacier Point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가 가장 높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곳으로 요세미티의 하이라이트  

   지역입니다. 겨울철에는 폐쇄가 됩니다.. Badger Pass는 겨울철에 스키장이 오픈하는 곳입니다. 

4. Hetch Hetchy 지역 

  공원의 북서쪽지역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인공댐이 있는 곳입니다.  

5. Wawona & Mariposa Grove of Giant Sequoias 

공원의 남쪽지역으로 Wawona에서는 요세미티의 역사와 문화를 볼수 있고 Mariposa Grove에서는 거대한 세

쿼야자이언트 나무들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 공원내 셔틀버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랜드캐년과 함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한 미국의 국립공원입니다. 

하루의 일정이라면 밸리지역과 그레이셔포인트 정도만 보고 공원을 빠져 나가야 합니다. 2일의 일정이라면 다음코

스의 이동방향에 따라 하루는 Hetch Hetchy Valley 지역과 Tioga Rd 나머지 하루는 밸리지역과 그레이셔포인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3일의 일정이라면 좀더 여유로운 상태에서 하프돔 등반도 생각할 수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공원내의 여러종의 셔틀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셔틀버스들은 각지

역별로 운영이 되며 밸리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유료로 제공됩니다. 

 

밸리지역의 겨우 동쪽을 돌아보는 Yosemite Valley shuttle 과 서쪽을 돌아보는 El Capitan shuttle로 나뉘어

서 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Yosemite Valley shuttle은 오전 7:00- 오후 10:00까지 연중 운행이 되고 El 

Capitan shuttle은 6월부터 9월초까지 3달정도만 오전 9:00-오후 6:00까지 운행이 됩니다. 



 

★ 하루코스 

우선 요세미티 밸리 (Yosemite Valley)로 갑니다. 구글로 보니 산호세 지역에서 약 4 시간 거리입니다. 길은 

120 번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120 번 도로는 나중에 Tioga Pass Rd 가 됩니다. 밸리로 가려면 공원 

입구를 지난 후에 삼거리에서 Tioga Pass 로 가지 않고 Big Oak Rd 로 빠져야합니다. 

 

▪구글 (쿠퍼티노에서 요세미티까지) 

공원입구에 들어가면서 지도를 받습니다. 달라고 안해도 줄텐데 혹시 안주면 요구하세요. 입장료는 아마 1 

주일 유효할 것 입니다. 

밸리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밸리를 순환하는 무료 버스를 타고 요세미티 폭포 (Yosemite Falls) 등의 

유명한 장소들을 스스로 관광할 수 있고 혹는 트램 (유료: Visitors Center 에서 정보구함)을 타고 공원의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안내하는 유명한 곳들을 다닐 수 있지요. 밸리에서는 폭포들과 앨 캐피탄 (El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A%94%EC%84%B8%EB%AF%B8%ED%8B%B0_%EB%B0%B8%EB%A6%AC_(Yosemite_Valley)
http://maps.google.com/maps?f=d&source=s_d&saddr=Cupertino,+CA&daddr=Yosemite+National+Park,+CA+95389&hl=en&geocode=FfaAOQIdyu-5-Cmrd9MbV7SPgDG0eOGj4T9NOQ%3BFeXqPwId52rf-CmvY_I4_vGWgDFu4slULj8hGQ&mra=ls&sll=37.743333,-119.575833&sspn=0.050361,0.06815&g=Yosemite+National+Park,+CA&ie=UTF8&z=8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A%94%EC%84%B8%EB%AF%B8%ED%8B%B0_%ED%8F%AD%ED%8F%AC_(Yosemite_Falls)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5%A8_%EC%BA%90%ED%94%BC%ED%83%84_(El_Capitan)


Capitan), 하프돔 (Half Dome), 터널 뷰 (Tunnel View) (터널 뷰는 밸리내에 있지 않고 밸리에서 나오면서 

있습니다) 등이 추천 포인트 들입니다. 

밸리에서 약 3 - 4 시간을 관광한 후 님의 차를 타고 그라시어 포인트 (Glacier Point) 로 이동합니다. 

지도로는 밸리의 바로 옆이 지만 계곡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빙 돌아서 30 분+ 정도 운전해야 

합니다. 그라시어 포인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가면 Vista Point 에서 하프돔과 밸리의 멋진 

경치를 구경합니다. 그라시어 포인터로 가는 길에도 몇군데의 관광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라시어 

포인트에서 1 - 2 시간 관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 이틀코스 

하루 코스로 첫날 관광을 한 후에 다음날은 요세미티 밸리의 북쪽 [[티오가 패스 (Tioga Pass)] 지역을 

관광합니다. 티오가 패스 도로는 밸리의 북쪽에 위치하고 공원의 허리를 가로질러 동쪽의 인요 국유림 

(Inyo National Forest)으로 넘어갑니다. 티오가 패스 지역에서는 옴스테드 포인트 (Olmsted Point, 하프돔 

등의 커다란 바위들을 위에서 감상하는 포인트 ), 튜니유 호수 (Tenaya Lake), 트와루미 매도우 (Tuolumne 

Meadows) 가 관광 포인트들입니다. 도로의 가장 높은 곳 즉 요세미티 공원의 티오가 패스 동쪽 입구 

전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될것입니다. 

 티오가 패스는 여름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공원의 남서쪽에 위치한 마리포사 (Mariposa, CA)에 가격이 적당한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고 예약하기 어려운 공원내의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요세미티 국립공원 캠핑 

 

★ 몇일 더 …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버널 폭포 (Vernal Fall), 4 마일 트래일 (4 Miile Trail) 등의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하는 산행이 기가 막히지요. 물론 캠핑도 빼놓을 수가 없는 요세미티를 만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산 (하이킹) 자세한 정보 보기 

 요세미티 국립공원 캠핑 자세한 정보 보기 

티오가 패스를 동쪽으로 넘어가면 인요 국유림 (Inyo National Forest)입니다. 요세미티의 경치와는 

또다른 씨에라 네바다 (Sierra Nevada) 동쪽의 특별한 산악의 모습을 국유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유림에는 또한 사해보다도 염분의 비율이 높다는 모노 호수 (Mono Lake)의 튜파들도 유명한 관광지입 

세계 금식기도원(Fasting Chaple of N.California) 

 최종숙목사/세계금식기도원 원장 

임지윤집: 369 N Fair Oaks Ave, Sunnyvale, CA 94085  

① 기도원주소(36miles, 44minutes): 996 Lockhart Gulch Rd, Scotts Valley , CA 95066 (831-335-5635)  

② 17 마일드라이브(53miles, 60minutes): 17 Mile Dr, Pacific Grove, CA 93950  

※마지막 방문지 까지 총 90miles(1 시간 47 분) 드라이브 거리 

※돌아오는 길: 총 87miles (1 시간 28 분 거리)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5%A8_%EC%BA%90%ED%94%BC%ED%83%84_(El_Capitan)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D%95%98%ED%94%84%EB%8F%94_(Half_Dome)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D%84%B0%EB%84%90_%EB%B7%B0_(Tunnel_View)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A%B7%B8%EB%9D%BC%EC%8B%9C%EC%96%B4_%ED%8F%AC%EC%9D%B8%ED%8A%B8_(Glacier_Point)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D%B8%EC%9A%94_%EA%B5%AD%EC%9C%A0%EB%A6%BC_(Inyo_National_Forest)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D%B8%EC%9A%94_%EA%B5%AD%EC%9C%A0%EB%A6%BC_(Inyo_National_Forest)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D%8A%9C%EB%8B%88%EC%9C%A0_%ED%98%B8%EC%88%98_(Tenaya_Lake)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D%8A%B8%EC%99%80%EB%A3%A8%EB%AF%B8_%EB%A7%A4%EB%8F%84%EC%9A%B0_(Tuolumne_Meadows)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D%8A%B8%EC%99%80%EB%A3%A8%EB%AF%B8_%EB%A7%A4%EB%8F%84%EC%9A%B0_(Tuolumne_Meadows)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A%94%EC%84%B8%EB%AF%B8%ED%8B%B0_%EA%B5%AD%EB%A6%BD%EA%B3%B5%EC%9B%90_%EC%BA%A0%ED%95%91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B%B2%84%EB%84%90_%ED%8F%AD%ED%8F%AC_(Vernal_Fall)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4_%EB%A7%88%EC%9D%BC_%ED%8A%B8%EB%9E%98%EC%9D%BC_(4_Miile_Trail)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A%94%EC%84%B8%EB%AF%B8%ED%8B%B0_%EA%B5%AD%EB%A6%BD%EA%B3%B5%EC%9B%90_%EB%93%B1%EC%82%B0_(%ED%95%98%EC%9D%B4%ED%82%B9)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A%94%EC%84%B8%EB%AF%B8%ED%8B%B0_%EA%B5%AD%EB%A6%BD%EA%B3%B5%EC%9B%90_%EC%BA%A0%ED%95%91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D%B8%EC%9A%94_%EA%B5%AD%EC%9C%A0%EB%A6%BC_(Inyo_National_Forest)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C%94%A8%EC%97%90%EB%9D%BC_%EB%84%A4%EB%B0%94%EB%8B%A4_(Sierra_Nevada)
http://www.good4fun.com/wiki/index.php?title=%EB%AA%A8%EB%85%B8_%ED%98%B8%EC%88%98_(Mono_Lake)


 

 

 

 

 

Hearst Castle (800) 444-4445 or Kings Canyon 

 

임지윤집: 369 N Fair Oaks Ave, Sunnyvale, CA 94085  

Castle 주소: 750 Hearst Castle Rd, San Simeon, CA 93452 (202miles, 3 시간 10 분) 

임병효집: 9674 Colfax Rd., Phelan, CA 92371 (271 miles, 4 시간 22 분) 



※돌아오는 길: 총 473 마일 (7 시간 31 분) 

  

임지윤집: 369 N Fair Oaks Ave, Sunnyvale, CA 94085  

Kings Canyon National Park, California (210 miles, 3 시갂 34 붂) 

임병효집: 9674 Colfax Rd., Phelan, CA 92371 (265 miles, 4 시간 30 분) 

※돌아오는 길: 총 475 마일 (8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