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stone 국립공원

국립공원 서비스
미국 내무부

NPS / PEACO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열지질하적 지형물

야생서식처

Yellowstone 국립공원은 간헐천, 온천, 진흙감탕, 증기분출구
등의 수 많은 열지질학적 지형물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8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진흙감탕은 산성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소량의 물만이
공급되는 형태입니다.
진흙감탕의 특성과 활동은
계절 및 강우량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분기공(噴氣孔) 또는
증기분출구는 국립공원의
열지질학적 지형물에서 가장
고온입니다. 증기분출구는
차가운 날씨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간헐천은 작은 천공(지표면
인근)을 가진 온천입니다.
간헐천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자유롭게
표면으로 순환하여 열을
방출하는 것을 방해되어,
천공에서만 물기둥이 분출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순환하는
물은 표면의 끓는점
(93°C/199°F)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숙지해야 할 10가지 중요사실
Yellowston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국립공원에
입장하실 때에, 안전과 즐거운 방문을 위해 본
국립공원의 규정 및 도움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및 본 국립공원 웹사이트,
www.nps.gov/yell/planyourvisit/rules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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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휴식을 주십시오. '천천히'라는
표시판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공원 전체의
제한속도는 시속 73 km(45 mph)입니다. 충분한
정지 거리를 확보하고,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는
경우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대피소(pullouts)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해
주십시오. 차량운행 중에 야생동물을 발견하는
경우, 도로의 일부에 정지하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정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다음 대피소(pullout)에서
주차한 후에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해 주십시오.

*

도로를 공유해 주십시오. 사이클리스트는
한 줄로 운행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도로변 도보자에서 1.00m(3
피트) 이하의 근접 상태로 추월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대형의 착탈식 사이드머러를
장착한 차량은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긴급 전화 911

NPS / ELHARD

석회화단구는 맴머스 온천
(Mammoth Hot Springs)에서
발견되는 지형물로 물과 석회의
작용으로 분필과 같은 흰색의
온천침전물을 생성합니다.

NPS / ELHARD

온천은 본 국립 공원에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열지질학적 지형물입니다. 모카
커피와 같이 뜨거운 거품을
내는 모습에서 수심을 측정할
수 없는 맑고 고요한
수영장까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9천평방킬로에 달하는 공원의
숲, 초원, 하천계곡, 호수는
미국 저지대 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야생동물
집단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ellowstone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중에서 나팔수큰고니는 본
국립공원 안 및 근처에서 1년 동안 10마리 미만이 발견됩니다. 북미
전역에 약 46,000마리만이 존재합니다.

이동성 야생들소는 매우
희귀합니다. 본
국립공원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평원 야생들소 무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본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개별체 수는 2,500
마리에서 4,500마리
사이입니다.

다른 종의 생물이 의존하고 있는 중추종을 유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목줄송어는 무지개송어와의 교잡 및 비토착의 호수거주 송어의 포식의
대상으로 지금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COURTESY JAY FLE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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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과의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곰 및 늑대로부터 91m(100야드)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들소, 엘크사슴 및 다른
동물과는 23m(25야드)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만약 야생동물의 갑자기 움직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거리와 관계
없이, 너무 가까이 접근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류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야생동물이 인간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관리조치가 필요한 공격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 쓰레기, 냉각기,
조리기구는 즉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방지용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_

지정된 트레일과 산책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열지질학적 구역의 지표면은
얇으면서 부서지기 쉬우며, 지표면 바로 밑으로는
고온수가 있습니다. 방문객은 여기에서 낙상
또는 사망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성인의 손에 닫는 곳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á

물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낚시,
물놀이, 하천 건너기 등을 하는 동안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립공원 안의 많은
지역에서는 수영이 안전하지 못하며,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하천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차갑고 빠르게 흐릅니다. 모든 일반보트 및
고무보트의 사용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트레일을 탈 때에는 곰이 나타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특히 단체로 하이킹을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주위를 볼 수
없는 곳에서는 자신 있다는 것을 소리로서
나타내야 합니다. 백컨트리에서 곰을
마주치는 경우에는 뛰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베어스프레이(곰방어용)를 휴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애완동물을 통제해 주십시오. 애완동물은
백컨트리 또는 열지질학적 분지의 트레일
또는 산책로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줄에 묶은 상태로 도로나
주차장의 30.5m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애완동물을 주인이 없거나 고정체에 묶어지지 않은
상태로 놓아두지 마십시오. 애완동물의 주인이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집 및 처리해야만 합니다.
휴대전화 서비스는 그랜트(Grant), 캐년
(Canyon), 맴머스 온천(Mammoth Hot
Springs), 올드페이스풀(Old Faithful)
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Wi-Fi는 방문자센터,
야외 환경, 국립역사기념건물, 역사보전 숙박시설
등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내의 업체가
일정한 요금으로 Wi-Fi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Yellowstone National Park
PO Box 168, Yellowstone, WY 82190
307 344-7381
w w w. n p s . g ov/ ye l l

국립공원 캠프장 사용

산책로 벗어나지 않기

선착순 서비스
선착순 서비스 제공되는 NPS 운영 캠프장:
Mammoth, Norris, Indian Creek, Lewis
Lake, Pebble Creek, Slough Creek, Tower
Fall. 성수기(6월말-8월중순) 동안에는 캠프장은
빠르게 만석이 될 수 있습니다. 캠프사이트를
확보하시려면 일찍 도착하셔야 합니다.

캠프사이트 예약 서비스
NPS / PEACO

열지질학적 지형물 주변에서는 산책로와 지정된 트레일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지표면은 얇으며, 때로는 그 아래로 고온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방문객의 사망 사고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방문객의 손을 잡고 있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국립공원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독성가스가
위험수준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시는 경우, 즉시
그 장소를 떠나셔야 합니다.

Canyon, Bridge Bay, Madison, Grant
Village, Fishing Bridge RV Park은 Xanterra
Parks and Resorts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Fishing Bridge RV Park에서는
상하수도 및 50 암페어 전기 서비스의 후크업도
제공됩니다. RV Park에서는 하드사이드형
(hard-sided) 캠핑 유닛으로 제한됩니다.
텐트와 텐트트레일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캠핑 허용기간
캠핑은 6월1일에서 노동절(9월 첫 번째 월요일)
까지는 최대 14일,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최대
30일까지 입니다.

체크인, 체크아웃
일부 캠핑사이트에서는 11am 이전에서
체크인할 수 없습니다. Xanterra 캠핑장의
등록사무소는 성수기에는 7 am - 10 pm,
비성수기 8 am - 9 pm에 오픈됩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11am입니다.

정숙시간
10 pm - 6 am 사이의 정숙시간 동안에는, 큰
소리의 오디오 기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소음 발생이 금지됩니다. 확성기 작동은
시간은 8 am - 8 pm만 허용됩니다.

추가 임시캠핑장
Yellowstone 내에는 추가 임시캠핑장이
없습니다. 지정된 캠핑장을 제외한 대피소
(pullouts), 주차장, 피크닉 구역 또는 기타
장소에서는 캠핑 또는 야간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인근마을에 추가적인
캠핑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거리 유지

Xanterra Parks & Resorts
P.O. Box 165, Yellowstone WY 82190
w w w.YellowstoneNationalParkLodges.com
Reserve_YNP@Xanterra.com
무료전화 866-Geyserland (866 439-7375)
TDD 307 344-5395
당일 예약 307 344-7311

23 m
(25 야드)

91 m
(100 야드)

음식물 안전 보관
NPS / SCHMIDT

야생동물에 다가가기 금지

만약 야생동물의 갑자기 움직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너무 가
까이 접근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는 물품은 항상
건물, 하드사이드형 차량 또는 동물방지용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텐트,
트럭침대, 피크닉용 탁자 등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까마귀는 포장의
지프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물품들은 세척되고 비어있는 경우에도,
그 어느 때라도 그냥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91 m (100 야드 )

23 m (25 야드 )

미국 연방 규정에 의하면, 곰과 늑대로부터는 91m(100야드) 이상,
들소, 엘크사슴, 산양, 사슴, 무스, 코요테 등과 같은 야생동물로부터는
23m(25야드)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거리에서 해당 동물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해당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연발생 야생화재
자연발생 야생화재는
Yellowstone 방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자연발생 야생화재의
연기가 보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하는 상황이
방문자의 여행계획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낚시
• 보트타기 또는 고무보트
사용
• 백컨트리 야간캠핑

음료수 용기

•

조리도구 및 식사도구

•

스토브 및 그릴

•

냉각기 및 아이스박스

•

쓰레기(봉지에 넣은 경우도 포함)

•

양념을 포함한 음식물(용기 포장의 경우도
포함)

•

화장품 및 세면도구

•

애완동물 먹이 및 먹이그릇

•

양동이, 버켓, 세면대

• 전문적 가이드 및 아웃핏팅
서비스
• 소품 또는 모델을 동반한
상업용 영화 및 사진 촬영

목초지에서 나무가 군집되는
것을 방지하여 생물서식처의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공기총, 화살, 창, 투석기와 같은 무기류의 소유와
사용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ps.gov/
yell/parkmgmt/lawsandpolicies을 참고하십시오
http://twitter.com/ Ye l l o w s t o n e N P S
w ww.facebook.com/ Ye l l o w s t o n e N P S
www.youtube.com/ Ye l l o w s t o n e N P S
www.flickr.com/photos/ Ye l l o w s t o n e N P S

NPS / PEACO

• 보조동물 동반 백컨트리
여행

국립공원에서는 주법률 및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총기류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방문자센터, 정부청사,
공원 내 업체영업장과 같이 금지된 장소로 표시물을 게시한
곳에서는 이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총기류의 발사는 금지됩니다.

Korean rev June 2012

•

공원 내 허가필수 활동

NPS / SELLERS

자연발생 화재는 생태계의
자연적 현상의 일부입니다.
식생은 이러한 화재에
적응되어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이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자연발생 화재는
산림밀집군을 제거해서
이종의 식물군집이 만들고

작은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해서 모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야생동물이 인간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관리조치가 필요한
공격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비축품 국립공원 반입에서
코긴스(Coggins) 검사 필요

백컨트리 캠프사이트에서 음식물
안전이 보관하기

Yellowstone 내 금지사항
•

열지질학적 구역의 산책로 또는 지정된
트레일을 벗어나는 행위

•

지정된 구역 이외에서의 캠핑

•

열지질학적 지형물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야생동물에 전등을 비추는 행위(
회중전등으로 관찰)

•

온천욕

•

천연자연물 또는 문화재(예, 들풀, 사슴뿔,
돌멩이, 화살촉)를 제거 또는 소유하는
행위

엘크사슴 소리 흉내, 호각 사용, 늑대 울음
흉내 등의 행위

•

•

야생동물 추적 전자장비 사용하기

•

Firehole Canyon Drive의 Firehole
수영구역에 있는 절벽에서 다이빙 또는
점프하기

•

음식물의 부적절한 보관

•

트레일러를 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착탈식 사이드미러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

•

차량 또는 자전거로 도로를 이탈하여
여행하는 행위

자신 만의 아메리카를 경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