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enandoah Shenandoah National Park 
Virginia 

National Park Servic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올드래그의 고대 화강암인 거대한 바위 위에 서면 하이커들이 
왜소해 보입니다. NPS / BOB KUHNS 

쉐난도 이야기 

스카이랜드 리조트에 위치한 
역사적이고 개장된 매사누텐 로지를 
방문하십시오. 
NPS 

후보 대통령과 영부인이 래피단 
캠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NPS 

여러분의 집에서는 항상 특정한 날에 
봄이 오지만, 쉐난도에서는 하루에 약 
100피트/30미터씩 산으로 올라가며, 
3월부터 아메리카 꽃단풍, 노루귀, 
마가목이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얼룩다람쥐와 마멋이 다시 땅 위로 
나옵니다. 나무들은 5월 말까지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생화들은 4월과 
5월에 피기 시작하고, 꽃송이가 큰 
연령초는 숲의 바닥을 융단처럼 
뒤덮습니다. 분홍색 진달래는 5월 말에 

사람들은 쉐난도 국립공원이 문을 열기 
오래 전부터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버지니아 주의 블루리지 산맥을 
찾았습니다. 스카이랜드 리조트는 1800 
년대 말 이후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장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로우 헨리 후버 영부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미국 
수도의 덥고 습기가 많은 여름 날씨를 
피하기 위한 휴식처로서 래피단 캠프를 
지었습니다. 민간자원보존단( CCC) 
“청년 단원들”이 경제공황 시기인 1930 
년대에 들어와 많은 시골풍의 공원 
시설들을 건축하여(몇 가지 시설들은 
여전히 볼 수 있고 지금까지도 사용), 
모든 사람들이 이 산맥에서 조용히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 칼미아는 6월에 핍니다. 다채로운 
깃털을 가진 철새들도 돌아옵니다. 
해마다 계절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공원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여름이 되면 산마루와 골짜기가 짙은 
녹색으로 덮입니다. 개똥지빠귀, 
멋쟁이새, 방울새 같은 새들은 둥지를 
틉니다. 어린 사슴과 곰은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살펴보고 먹이를 
찾습니다. 꽃이 만발한 야생화들은 

여름이 깊어가면서 넓게 퍼지고, 여름이 
끝날 때까지 도로변과 공지를 덮습니다. 

상쾌한 가을 날씨가 되면 나뭇잎에 
화려한 단풍이 들고, 보통 10월 10일과 
25일 사이에 피크에 도달합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들 중에는 
수많은 매가 산마루에 날아와 앉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명한 날이 계속되고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되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얼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듭니다. 계절과 색깔이 바뀌면서, 
명금, 매, 왕나비가 돌아오고 떠납니다. 
쉐난도에 상주하는 주민인 사슴, 곰 및 
다른 동물들은 계속 바뀌는 각 계절에 
적응하여 다양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역사적인 우편엽서 
(아래)가 1932년에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에 
설치된 메리즈 록 
터널을 보여줍니다. 이 
터널은 600피트/183 
미터의 산을 
뚫었습니다. 이 터널의 
여유 공간은 12피트, 8 
인치/3.8미터입니다. 
NPS 

쉐난도의 계절 변화 

CCC 작업자들이 스카이라인 드라이브를 따라 침식 방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NPS; (아래)—NPS / ED KNEPLEY 

개불알난이 삼림지대의 등산로를 
장식해줍니다. NPS / ED KNEPLEY 

헴록스프링즈의 겨울은 모든 것을 감추어줍니다. 
NPS 

안개 낀 숲 속을 걷는 것은 
매혹적입니다. NPS 

마멋은 자동차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NPS / BOB KUHNS 

가을 단풍은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들입니다. 위: 리틀스토니맨 
절벽 정상에서 내려다본 경치 
NPS / ED KNEPLEY; (위)—NPS / JOHN F. MITCHELL 

도일즈강의 아름다운 폭포를 찾아보십시오. 
NPS 

어린 흰꼬리 사슴이 위장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NPS 

연령초는 봄이 되면 숲의 바닥을 점점이 
덮습니다. 
NPS / BARB STEWART 

쉐난도에는 흑곰이 많습니다. 
© ANN SIMPSON 

공원 레인저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탐구합니다. 
NPS / JOHN F. MITCHELL 

도가머리딱따구리가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 ANN SIMPSON 

여러분은 쉐난도의 풍부한 이야기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초기 
방문자들의 분위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랜드 리조트를 
방문하고 복구된 매사누텐 로지를 
둘러보십시오. 래피단 방문을 계획하여 
복구된 대통령 숙소와 후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시물들을 관람하십시오. 
또한 방문자 센터에 들러서 이 공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영화와 전시물들을 관람하십시오. 

이 공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레인저(공원 관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이킹을 하고,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입구 스테이션, 
방문자 센터, www.nps.gov/shen 에서 
봄, 여름, 가을에 레인저가 안내하는 
활동들에 대한 스케줄을 알아보십시오. 

공원의 오지에서 주택 부지의 자취를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NPS / JOHN F. MITCHELL 

콘크리트 등산로 표지는 
하이커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NPS 

하이커—NPS / JOHN F. MITCHELL; 남방공작나비 (아래)—NPS 

산 정상은 항상 사람들에게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눈이 허락하는 
한 멀리 볼 수 있고 세상이 넓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상에 
서면 즉시 경외심이 생기고, 겸손해지고, 영감을 받습니다. 

마천루와 비행기 여행이 일반화되기 전인 1935 
년에 문을 연 쉐난도 국립공원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산 정상에 오를 기회를 제공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국립공원 계획자들은 처음부터 자동차의 새로운 인기를 
활용하여 운전자들이 블루리지를 통해서 여유롭게 운전을 

즐길 수 있고, 웅장한 경관이 제공하는 경외심과 영감을 
경험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드라이브를 쉐난도의 “가장 뛰어난 
유일한 특징”이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상까지 도달하는 도로인 
스카이라인 드라이브 공사는 연방의회가 국립공원을 승인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스카이라인 드라이브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현관입니다. 쉐난도의 삼림과 골짜기에 감추어진 자연과 문화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십시오. 도시 주민들에게 서부에서 
인기를 끌었던 국립공원의 경험을 제공할 동부에 있는 이 새로운 
공원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1,000여 개의 개인 소유 토지로 형성된 쉐난도는 숲, 전답, 과수원, 
주택 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1976년에 공원의 40 
퍼센트가 넘는 부분을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귀중한 
자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산 정상의 유혹 

칼미아는 6월에 만개합니다. 
NPS / JOHN F. MITC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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