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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야생화 초원, 눈부신 설야와 삐죽 솟은 빙하로 이름난 환상의 산, 레이니어산 (Mount Rainie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창한 날엔 잠시 숨을 돌려, 살아 숨쉬는 나무와 흙의 향긋한 내음, 때로는 고요히 때로는 왁자히 흐르는
물소리, 사방으로 펼쳐진 북서태평양 (Pacific Northwest)의 깊은 녹음을 느껴보십시오. 흐린 날엔 축축한 안개를 두르고
눈을 덮어쓴 저희 공원의 평상시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니어산에 맑은 날이 드문 것은, 태평양 (Pacific
Ocean)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공기가 레이니어산의 산허리에 부딪히면서 고지대에
엄청난 양의 눈과 비가 내리며, 연간 강수량이 롱마이어 (Longmire)의 경우 220cm (87inch), 파라다이스 (Paradise)의 경우
320cm (126inch)에 달합니다. 산꼭대기를 덮은 26개 빙하에서부터 원시림의 토대를 이루는 울창한 미송나무 (Douglas fir),
서양적삼나무 (Western red cedar), 솔송나무 (Western hemlock) 숲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든 것이 바로 이
눈과 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편, 여름이면 풍부한 습기와 화산토, 강렬한 햇살이 어우러져 산 등성이의 아고산대 공원과
초원에는 지구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생화 초원이 펼쳐집니다.
활화산인 레이니어산은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줍니다. 레이니어산이 속해있는 캐스케이드 레인지 (Cascade
Range)는 북미 지각판 (North American tectonic plate)의 서쪽 가장자리 가까이에 위치하여 수백만 년 동안 화산활동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산은 그 나이가 50만 살로, 지질학적으로는 비교적 어린 산에
해당합니다. 세인트헬렌산 (Mount St. Helens)이나 캐스케이드의 다른 화산들처럼 레이니어산도 언젠가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산연구자들에 따르면 화산이 분화기에 접어들기 전 여러 전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공원
어디서든 예기치 못한 이류(mudflow)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화산활동의 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화산의 위험"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레이니어산 국립공원 (Mount Rainier National Park)은 미국 시민들과 유럽의 고위인사들, 국가 및 지방의 과학/사업
단체들의 열정적이고 꾸준한 지지를 통해 1899년 설립되었습니다. 공원의 설립과 보호에 얽힌 이야기는 ‘공원은 국가의
상징 (national significance)'이라 믿었던 이들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레이니어산 공원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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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즐기기
도로: 도로는 원시림을 지나 아고산대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도로는 남서쪽 입구에서 시작하여 공원의 남부 및 동부를
지나며, 여기에서 가지 쳐나간 지선 도로가 산의 북동쪽에 위치한 선라이즈 (Sunrise)로 이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북동쪽의 카본 강 (Carbon River)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모든 도로는 가능한 한 자연풍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폭이 좁고, 특히 저지대의 경우 도로변 가까이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남서쪽 입구에서 파라다이스
(Paradise)로 이어지는 도로는 겨울이 되면 30km (18mile)를 제외한 전 구간이 차단됩니다.
야생동물: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장소는 계절과 고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줄다람쥐 (chipmunks), 다람쥐
(squirrels), 마못 (marmot), 우는토끼 (pika)를 비롯하여 스텔라 까마귀 (Steller's jay), 호두까기새 (Clark's nutcracker),
잿빛어치 (gray jay), 갈가마귀 (raven) 같은 새들을 찾아보세요. 검은꼬리사슴 (black-tailed deer)을 발견할 수도 있고, 운이
더 좋으면 엘크 (elk), 흑곰 (black bear), 산양 (mountain goat)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엘크는 9월경 공원 동쪽에, 산양은
구릉절벽 근처에 자주 출현합니다. 흑곰의 색은 갈색, 황갈색, 또는 금색입니다.

산행로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에는 1.6km (1mile)도 채 되지 않는 산행로부터 150km (93mile)에 이르는 원더랜드 산행로
(Wonderland Trail)까지 다양한 산행로가 준비되어 있어, 여유로운 산책은 물론 1박의 배낭여행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산행로는 길이가 짧아 남녀노소 모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우츠 크리크 산행로 (Kautz Creek Trail): 니스퀄리 입구 (Nisqually Entrance)와 롱마이어 (Longmire) 사이에 위치
카우츠 크리크와 나란히 이어지는 왕복 2마일 정도의 산행로로, 눈이 없을 때는 휠체어로 짧은 샛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47년 이류로 인해 고속도로가 9m (30 feet) 두께의 시멘트 같은 진흙에 뒤덮였던 장소입니다.
그림자 산행로 (Trail of the Shadow): 롱마이어 (Longmire)에 위치
왕복 약 1.1km (0.7mile)의 이 산행로는 롱마이어 일가의 집터를 통과합니다. 그림자 산행로에서 시작되는 램파트 산마루
산행로 (Rampart Ridge Trail)는 7.2km (4.5mile)의 순환 산행로로 다소 체력을 요합니다.
니스퀄리 전망 산행로 (Nisqually Vista Trail): 파라다이스 (Paradise)에 위치
1.9km (1.2mile)의 순환 산행로로, 아래쪽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야생화 초원을 지나 니스퀄리 빙하 (Nisqually Glacier)의
경치로 이어집니다. 여름에는 가이드 투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트리아크 숲 산행로 (Grove of the Patriarchs Trail): 오하나페코쉬 (Ohanapecosh) 근처
아름다운 원시림 사이로 난 왕복 2.4km (1.5mile)의 이 산행로는 오하나페코쉬 강 (Ohanapecosh River)을 지나 노거목 (老
巨木)들의 섬으로 이어집니다. 여름에는 가이드 투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몬스 전망 산행로 (Emmons Vista Trail): 선라이즈 (Sunrise)에 위치
0.8km (0.5mile)의 이 왕복 산행로는 에몬스 빙하 (Emmons Glacier)의 경치와 숨 막히는 산경(山景)으로 하이킹에 대한
입맛을 자극합니다. 이 밖에 여러 산행로가 선라이즈에서 시작되오니, 보다 자세한 정보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우천에 대비하시고, 9월에서 5월까지는 영하의 기온과 눈에 대비하십시오. 7월 중순 ~
9월 사이에는 보통 산행로에 눈이 없지만, 고지대에 낮게 걸린 구름 때문에 이정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
나침반, 구급상자, 여분의 음식과 물을 지참하시고, 적합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십시오. 항상 산행로를 따라
이동하시고, 지그재그로 난 산길을 가로지르지 마십시오. 파라다이스와 선라이스 지역에서는 산행로를 벗어난 이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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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니어산 등반
레이니어산 등반은 위험하므로 숙련된 기술과 적합한 장비, 뛰어난 신체 조건이 요구됩니다. 3,048m (10,000 feet) 이상
오르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마치고 등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낙석(落石)이나 낙빙(落氷)에 대비하여 헬멧을
착용하시고 아침 일찍 등반을 시작하십시오. 초보자이거나 빙하 등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레이니어산 등반 지도 허가를
받은 가이드와 함께 등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문객 센터 (visitor center)나 자연보호구역 정보
센터 (wilderness information cente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보호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은 매우 민감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있으며, 1988년, 공원의 96%가 레이니어산 야생보호구역 (Mount
Rainier Wilderness)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간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과 함께 이 소중한 공원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하였으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새와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새와 동물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연 그대로의 먹이를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 (장작 등의) 죽은 식물, 돌, 역사적 또는 문화적인 물품을 수집하거나, 손상하거나, 어지럽히는 행위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야영 시에는 오염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쓰레기는 가지고 돌아가시고, 재활용품은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공원 내 민감한 생태계가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보호합시다.

산 속의 원더랜드
롱마이어 (Longmire)
롱마이어는 1888년 ~ 1889년에 제임스 롱마이어 (James Longmire)와 그의 가족이 롱마이어 메디컬 스프링스
(Longmire'smedical Springs)를 설립했던 곳으로, 현재 미국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899년 공원 설립 이래
공원의 본부 역할을 하게 되었고, 기존 본부 건물 내 박물관에는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을 통해 운영중인 내서녈 파크 인 (National Park Inn)은 일 년 내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니스퀄리 입구 (Nisqually
Entrance)에서 롱마이어에 이르는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림도로 중 하나입니다.
파라다이스 (Paradise)
제임스 롱마이어의 자부(子婦)인 마사 (Martha)가 이 아고산대의 초원을 처음 보고는, “이것이 바로 낙원 (파라다이스)의
모습”이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의 절경과 야생화 초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름이면 특히 주말에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평일 오전에 카풀 (승용차 함께
타기)로 방문해주십시오. 파라다이스는 다양한 길이의 멋진 산행로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공원의 주 방문자
센터가 이곳에 있으며, 여름에는 매일, 겨울에는 주말과 휴일에 안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월이 되면 가을
색이 산허리를 붉게 물들이고, 근로자의 날 (Labor Day: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지나면 방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평균 1,727cm (680inch)의 눈이 내려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인기 스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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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슈잉 (snowshoeing), 크로스컨트리 스키 (cross-country skiing), 튜빙 (tubing)으로, 스포츠 장비는 롱마이어
(Longmire)에서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인 (Paradise Inn)은 여름에만 개방되지만, 도로는 겨우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오하나페코시 (Ohanapecosh)
강기슭의 타이드나팜 (Taidnapam) 또는 “상류 코우리츠 (Upper Cowlitz)”라 불리던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의 거주지를
칭하는 “오하나페코시”라는 말은, “모서리에 서 있는”을 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하나페코시는 원시림의 미송나무
(Douglas fir), 서양적삼나무 (Western red cedar), 솔송나무 (Western hemlock)들 사이에 위치하여 원시림 서식지의
복잡한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오하나페코시 방문자 센터와 야영지는 5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개방됩니다.
선라이즈 (Sunrise)
해발고도 1,950m (6,400 feet)의 선라이즈는 공원에서 자전거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입니다. 높은 산 위에
펼쳐진 이 초원에는 야생화가 가득하고, 맑은 날에는 레이니어산, 에몬스 빙하를 비롯하여 캐스케이드 레인지 (Cascade
Range)에 위치한 여러 화산들의 숨 막히는 절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선라이즈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개방됩니다.
카본 강 (Carbon River)과 모위치 호수 (Mowich Lake)
‘카본 (Carbon)’이라는 강 이름은 이곳에서 발견된 석탄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공원 내 모든 구역 중 강수량이 가장 많아
전형적인 온대강우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본 강 도로 (Carbon River Road)는 홍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이오니 공원에
문의하셔서 자동차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접근이 제한되더라도, 자전거와 도보자의 통행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모위치 호수 (Mowich Lake)로는 별도의 도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도로를 통해 여러 자연
산행로와 사전 예약이 필요 없는 야영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찾아오시는 길: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은 워싱턴 주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애틀 (Seattle), 타코마 (Tacoma),
포틀랜드 (Portland)에서 자동차로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니스퀄리 입구 (Nisqually Entrance: 남서쪽 끝)는 일 년 내내 개방되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Cascade)의 동쪽에서
접근하시는 경우 여름에는 공원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겨울에는 동쪽 산길이 폐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본 강 (Carbon River) 지역을 여행하시려면, 버클리 (Buckley)에서 워싱턴주 165번 도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윌커슨 (Wilkeson)을 조금 지나면 길이 갈라지는데, 왼쪽은 카본 강 입구 (Carbon River Entrance)와 입수트 크리크
(Ipsut Creek), 오른쪽은 모위치 호수 (Mowich Lake)로 이어집니다.
교통수단: 시애틀, 타코마, 포틀랜드 및 기타 도시에서 비행기, 앰트랙 (Amtrak),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설 운송업체에서 버스 및 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ray Line Tours: 800-426-7532).
www.nps.gov/mora/planyourvisit/directions.htm
자전거, 말: 자전거 사용자는 자동차들과 함께 좁은 도로를 공유해야 하므로 항상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공원
산행로에서는 자전거를 타실 수 없습니다. 말의 안장과 등짐은 래핑워터 (Laughingwater)와 태평양 산맥 산행로
(Pacific Crest trail)에서만 허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레이니어산을 즐기시려면 입장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공원의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장료, 연간이용권 및 기타 요금에 대한 정보는 공원 웹사이트 www.nps.gov/mora를 참조하시거나
매표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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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의 위험: 예기치 못한 이류나 빙하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곡에 있을 땐 각별히 주의하시고, 크게
구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경우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십시오. 롱마이어와 모든 야영지는 침수
가능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 규칙
방문자 센터: 롱마이어, 파라다이스, 오하나페코시, 선라이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안내 강연 및 투어, 겨울에는
스노우슈 (snowshoe) 가이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숙박: 롱마이어에 위치한 내셔널 파크 인 (National Park Inn)은 일 년 내내 이용 가능하며, 파라다이스 인 (Pardise
Inn)은 여름에 한해 1박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처:
주소: Mount Rainier Guest Services, P.O. Box 108, Ashford, WA 98304
전화: 360-569-2275
웹사이트: www.mtrainierguestservices.com
주변 지역에 식당, 모텔, 주유소, 식품점, 야영장비 상점이 있습니다.
접근 제한: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 및 산행로는 제한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TDD 번호 360-5692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날씨가 허락하는 한, 니스퀄리 입구 (Nisqually Entrance)에서 파라다이스 (Paradise)로 이어지는 도로는 일 년 내내
이용 가능합니다. 한겨울의 파라다이스는 오는 길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눈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며,
도착하신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스노우슈잉, 크로스컨트리 스키, 튜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체인을
소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모든 교통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십시오. 겨울철에는 해질 무렵 파라다이스로
가는 도로가 폐쇄되므로, 스키나 스노우슈잉을 즐기러 떠나시기 전에 도로 폐쇄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라다이스에 위치한 방문자 센터는 10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 주말과 휴일에만 운영됩니다.

규칙


차 밖에서는 반드시 애완동물에 끈을 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행로, 설원, 자연보호구역에는 애완동물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식물, 죽은 식물, 장작, 돌, 역사적 또는 문화적 물품을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야생화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꺾지 말아 주십시오.



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야생동물은 야생이어야 합니다.



자연보호구역 내에서의 모든 숙박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3,048m (10,000 feet) 이상 등반하거나 빙하를 여행하고자 하는 모든 여행객은 등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냥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구역에는 총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총기를 소지하신 경우 탄알을
분리하고 총기를 분해한 후 케이스에 담아 차량 안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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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를 벗어나 운전하거나 주차하지 마십시오.



낚시에는 면허나 허가가 필요치 않지만,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플라이 낚시만 허용되는 구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Mount Rainier National Park Ashford, WA 98304
전화: 360-569-2211, TDD (청각장애인용): 360-569-2177
웹사이트: www.nps.gov/mora

-6Korean Park Folder Translation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