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known World Zion National Park

신의 정원, 자이언 국립 공원
우뚝 솟은 거대한 사암 협곡, 광활한 숲과 긴 강, 암벽을 수놓은 색색의 식물,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 

초기 정착민이 미국 서부 유타주의 ‘자이언 캐니언’을 신이 만들어 낸 걸작이라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Heavens Above
With its soaring sandstone canyons, limitless backcountry hiking, colorful 
hanging gardens and gushing waterfalls, it’s no surprise that early settlers 
considered Utah’s Zion Canyon to be God’s handiwork.

USALas Vegas

Zio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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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 is a biblical word. It means a place of peace and 

refuge, a sanctuary. It’s a name that was applied to a 

dramatically picturesque canyon in the southwestern 

corner of Utah, the western American state that Mormon 

settlers fled to in the mid-19th century after suffering 

years of persecution in the East. So overwhelmed by the 

canyon’s natural beauty were these devout trailblazers 

that they gave it the original appellation afforded to 

Jerusalem in the Old Testament.

The Mormon pioneers’ virtuous mindset is reflected 

in the name of almost every significant landmark in 

Zion National Park. A ghostly sandstone monolith was 

labeled the Great White Throne, symbolizing the seat of 

God. Further along the valley, the three peaks collectively 

known as the Court of the Patriarchs were named after 

Abraham, Isaac and Jacob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fast-flowing Virgin River that cuts through the canyon was 

christened in honor of Mary, the mother of Jesus.

There are others too. The monikers given to some of 

‘자이언’은 성경에 나오는 성산(聖山) ‘시온’의 영어식 

표현으로, ‘평화의 안식처’라는 뜻이다. 미국 유타주 남서부에 

자리 잡은 협곡이 ‘자이언’이라 불리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19세기 중반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동부에서 이주해 온 독실한 

모르몬교 정착민이 협곡의 아름다운 절경에 반해 붙인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인 시온에서 유래했다. 

자이언 국립 공원의 거의 모든 명소에는 모르몬교  

개척자들의 사상이 반영된 이름이 붙어 있다. 예컨대 기괴한  

사암 기둥은 ‘신의 보좌’를 뜻하는 이름인 ‘그레이트 화이트  

스론’, 협곡을 따라 좀 더 들어가면 보이는 나란히 솟은   

세 봉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세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따온 ‘코트 오브 더 패트리악스’로 불린다.  

협곡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버진강은 예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이 외에도 성경과 관련된 이름의 장소가 무척 많다.  

병풍처럼 협곡을 에워싼 바위산에도 ‘이스트 템플’ ‘웨스트  

템플’ ‘커시드럴 마운틴’ 같은 종교적 이름이 붙었다. 한때   

‘아이올로스 성전’이라고도 불린 ‘에인절스 랜딩’은 연단처럼 

우뚝 솟은 정상이 돋보이는 바위산으로, 어느 감리교 목사가  

the rocky peaks shadowing the canyon include the East 

and West Temples and Cathedral Mountain. Then there’s 

Angels Landing, a rocky pulpit upon which a Methodist 

preacher once claimed only an angel of God could land.

The problem with that proclamation is that thousands 

— millions, more likely — of hikers have since disproved 

it. With close to 4.5 million people visiting Zion annually, 

the list of doubters is long. Each day, hundreds attempt the 

4km hike up to Angels Landing — myself included, along 

with my wife, Michelle, and our 12-year-old son, Finn.

The three of us set off from the Grotto, where Finn 

looks up at Angels Landing, rising 457m above the valley 

floor, and immediately asks, “How are we going to climb 

that?” The answer is partially visible — a trail that zigzags 

up a steep rock face until it disappears into the shadowed 

recesses of Refrigerator Canyon. While Michelle and I 

marvel at the sheer grandeur of the place, Finn is aghast 

when he turns a corner to find 21 serpentine switchbacks, 

known as Walter’s Wiggles, coiling uphill. “I thought you 

‘천사만이 내려앉을 수 있는 장소’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하지만 에인절스 랜딩을 찾는 수많은 등산객을 보면 꼭 맞는 

이름은 아닌 듯하다. 자이언 국립 공원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450만 명에 육박하며, 옐로스톤이나 요세미티 국립 공원보다 

많다. 에인절스 랜딩으로 향하는 4킬로미터의 산행에 도전하는 

등산객만 하루 수백 명에 달한다. 나도 아내 미셸과 열두 살  

아들 핀을 데리고 에인절스 랜딩 산행 길에 나섰다.

우리 셋은 국립 공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순환 버스의  

정거장 중 한 곳인 ‘그로토’에서 출발했다. 핀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협곡 바닥 위로 우뚝 솟은 457미터 암석인  

에인절스 랜딩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눈앞에 일부 모습을 드러낸 오르막길이 대답을 

대신해 주었다. 가파른 암벽을 따라 지그재그로 펼쳐진 길은   

‘냉장고 협곡’이라는 뜻 그대로 시원한 그늘을 드리운   

‘리프리저레이터 캐니언’ 속으로 사라진다. 미셸과 내가 바위산의 

위엄에 감탄하는 사이, 핀은 모퉁이 너머로 21번이나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산길 ‘월터스 위글스’를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했다.   

“재미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핀이 투덜거리자 하산하던  

등산객 하나가 안쓰럽다는 듯 대꾸했다. “거참 안됐구나.”

자이언 국립 공원을 휘돌아 흐르는 버진강, 일명 ‘빅 벤드’(왼쪽 페이지). 바위산 

‘에인절스 랜딩’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벼랑길 ‘호그스백’(아래). ‘천사만이 내려앉을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의 에인절스 랜딩으로 향하는 등산객들(오른쪽).

A view over Big Bend in Zion National Park (opposite). The Hogsback 
is a precipitous spine leading up to Angels Landing (below). Hikers on 
the trail to Angels Landing, so named because a Methodist preacher 
once claimed that only an angel of God could land the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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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 this would be fun,” he groans.

“I hear you,” responds a sympathetic hiker, who 

happens to be passing by on his way back down.

The trail eventually levels out at Scout Lookout, where 

a park ranger holds court, educating hikers about the 

California condor — North America’s largest bird, with 

a wingspan of 3m. He hands Finn a feather, which he’s 

suitably impressed by, placing it against his outstretched 

arm as a means of comparison, his eyes wide with wonder.

Until now, we’ve been following a walkway known as 

the West Rim Trail, but the path to Angels Landing diverts 

and follows a precipitous spine called the Hogsback. Here, 

hikers grip onto chains above 300m drop-offs until they 

reach the summit. Making it requires patience and nerve, 

for the trail to the top is only wide enough for one person. 

But the wait is worth every second — for the beguiling 

views down the canyon over a crook in the Virgin River 

known as Big Bend, and back toward the pyramidal massif 

called the Watchman, near the park entrance.

SMALL MIRACLES More than 80 percent of Zion National 

Park is designated wilderness country, most of it 

accessible only on foot. Like the majority of visitors, we 

confine ourselves to Zion Canyon, where we’ve allowed 

two days to hike by day, then camp overnight in our rented 

motor home. Even so, our stay is way too brief.

On our first afternoon, we’d headed to the far end of 

the canyon and the Temple of Sinawava, a waterfall-fed 

amphitheater named after a Paiute Native American 

deity. From there we hiked along the Riverside Walk to 

the Narrows, a sheer sandstone funnel through which 

the Virgin River rushes before emptying into the wider 

expanses of the canyon.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year, 

people wade into the shallows here to hike against the 

flow to Big Spring, 8km upstream. But it’s now April, when 

spring snowmelt floods the slot canyon, closing the route.

While some of the trails are regrettably off-limits, many 

others remain accessible — some are even wheelchair-

friendly. And even for those who are unwilling or unable to 

지정돼 대부분 도보로만 접근할 수 있다. 대다수 방문객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이언 캐니언’만 둘러보기로 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공원의 허가를 받아 낮에는 하이킹을 하고 밤에는 

대여한 캠핑카에서 지냈다. 협곡을 다 둘러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첫날 오후에는 순환 버스를 잡아타고 협곡의 

반대편 끝인 ‘템플 오브 시나와바’에서 하차했다. 북미 원주민인 

파이우트족의 신에서 이름을 딴 ‘시나와바’는 봄철이면 병풍처럼 

에워싼 암벽을 타고 흐르는 폭포가 절경을 빚어낸다. 

우리는 ‘리버사이드 워크’라는 길을 따라 ‘내로스’까지 

걸어갔다. 버진강의 힘찬 물줄기가 자이언 캐니언의 드넓은 

광야로 흩어지기 전의 좁은 사암 협곡 구간을 ‘내로스’라고 

부른다. 물이 깊지 않은 계절에는 등산객들이 하천을 거슬러 

상류의 ‘빅 스프링’까지 8킬로미터를 걸어가는 계곡 하이킹이 

인기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서 좁은 협곡에 물이 불어나는 

봄철에는 하이킹이 제한되기도 한다. 낙석으로 ‘옵저베이션 

포인트’와 ‘어퍼 에메랄드 풀’로 가는 길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일부 하이킹 코스는 종종 출입이 제한되지만 대부분은 

이용이 가능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한 길도 있다. 

협곡을 오르는 코스에는 흥미가 없거나 엄두를 내지  

작은 기적의 순간 오르막길이 끝나자 드디어 평지인  

‘스카우트 전망대’가 나타났다. 공원 관리인이 등산객들에게 

캘리포니아콘도르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다. 북아메리카에서 

자생하는 가장 큰 조류로 날개를 편 길이가 3미터에 이른다. 

관리인이 핀에게 콘도르의 깃털 하나를 건네자, 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자기 팔을 쭉 펼쳐서 깃털을 올리고 크기를 가늠해 

보더니 놀라는 눈치였다. 핀이 콘도르의 깃털에 감탄하는 사이 

커다란 독수리 몇 마리가 우리 머리 위를 선회했고, 발 사이로는 

얼룩다람쥐가 떨어진 음식을 찾아다녔다.

지금까지는 절벽을 따라 만든 포장도로인 ‘웨스트 림  

트레일’을 따라 올라왔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 ‘호그스백’이라는 좁은 능선 구간인 가파른 벼랑길이 

펼쳐진다. 등산객들은 300미터 절벽에 늘어진 쇠사슬에 의지해 

정상까지 오른다. 한 사람만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이라  

매 순간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정상에 서면 그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비경이 펼쳐진다. ‘빅 벤드’라는 별명처럼 크게 

굽이치며 흐르는 버진강 줄기나 공원 초입에 자리한 피라미드를 

닮은 바위산 ‘워치맨’의 뒤태는 말할 수 없이 매혹적이다.

자이언 국립 공원은 80퍼센트 이상이 자연 보호 구역으로 

‘로어 에메랄드 풀’ 근처 폭포 옆을 지나는 사람들(왼쪽). 자이언 국립 공원에는 

다람쥐, 노새사슴, 캘리포니아콘도르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한다(위). 피라미드를 

닮은 바위산 ‘워치맨’에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내려앉은 풍경(오른쪽 페이지).

Visitors pass by a waterfall next to Lower Emerald Pool (left). 
Zion is home to squirrels, mule deer, California condors and many 
other species (above). Late afternoon light illuminates the Watchman, 
a pyramidal massif near the park’s entrance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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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 캐니언’을 내려다보는 등산객. 공원 방문객은 연 450만 명에 이른다. 

Hikers look out over Zion Canyon from Observation Point. 
Nearly 4.5 million people visit the park each year.

못한다면, 정상부가 평평한 암석 구릉에 올라 풍경을 즐기거나 

야생 동물을 관찰해도 좋다. 순환 버스를 타고 협곡을 달리는 

중에도 볼거리는 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내 어깨를 톡톡 

치며 한 번은 산 정상을 따뜻하게 물들인 아침 해를, 한 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암 암벽 중 하나인 ‘문라이트 버트레스’를 

오르는 등반가를 가리키며 같이 감상하기를 권했다.

이번 여행은 자연의 웅장한 놀이터로 걸어 들어가 자이언  

국립 공원이 선사하는 위대한 선물을 만끽한 시간이었다.  

처음에 핀은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강에 돌멩이를 던지거나 다람쥐를 쫓아다니고 노새사슴을 

보려고 물가로 껑충껑충 달려 내려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열두 살 아이답게 호기롭게 바위를 타기도 했다. 자이언 국립 

공원을 떠날 때쯤 되자, 핀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공원을 

아주 재미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부모로서는  

기념할 만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글 사진 마크 대피

venture beyond the valley floor, the epic views of soaring 

buttes and native wildlife are there for all to take in.

On two separate occasions, strangers tap me on the 

shoulder, wanting me to be as wowed as they are by 

something that’s caught their eye. In the first instance, it’s 

the morning sun warming a summit. The second is to point 

out a climber scaling Moonlight Buttress — one of the 

tallest sandstone walls in the world.

It’s the myriad opportunities to walk in one of nature’s 

grandest playgrounds that offer Zion’s greatest rewards — 

something Finn was completely uninterested in when we 

first arrived. And yet, it wasn’t long before he was hurling 

rocks into the river or chasing squirrels, all while hik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One minute he’s bounding down 

to the water to spot mule deer, the next he’s scrambling 

over boulders like only a 12-year-old would. As loath as 

he is to say it, by the time we leave Zion, he actually thinks 

it’s been a pretty cool place. And that, in our minds, is a 

miracle worth celebrating.  Text and photographs by Mark Daff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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