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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어와 새로운 관광지 소개

뉴보울더 공항터미널

새로운 온라인 항공기, 헬리콥터 및 관광버스 전자 발권, 예약, 검색 플랫폼. 
  
   

새로운 투어와 관광지 소개: 
모뉴먼트 밸리 –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및 페이지로부터• 
그랜드 캐년 및 모뉴먼트 밸리 1박 투어• 
항공/지상 투어의 림 시간 연장• 
그랜드 캐년 카너서 & 그랜드 캐년 오디세이 투어가 제공하는 오디오 투어• 
안텔로프 캐년, 파웰호 및 레인보우 브리지 투어 패키지• 
보울더 공항에서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에코스타 서비스 개시• 
앞줄 좌석 업그레이드 옵션• 

뉴보울더 공항터미널 – 3.1 에이커 부지 위에 건평 20,00 평방 피트 이상으로 2009년 3월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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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예약
새로운 소식

강 항해  안텔로프 캐년

모뉴먼트 밸리 콜로라도Antelope Canyon

work
Typewritten Text



라스베가스 시간인원 관광지

6-7

17-19

45-50

$$$

$$1/2

$

3-4시간

7-8시간
6-7시간

10-12시간
12-14시간

페이지/
모뉴먼트 밸리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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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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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서비스 비교

캐년 착륙• 
캐년 착륙 및 래프팅• 

헬리콥터/보트 투어

웨스트 림

사우스 림

웨스트 림

사우스 림

북부 캐년 투어

헬리콥터/보트 투어

북부 캐년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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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및 관광지 지도p

애리조나
네

바
다

GRAND CANYON MAP

라스베가스

후버댐 스카이워크

사우스 림

페이지/모뉴먼트 밸리 •

레인보우 브리지

안텔로프 캐년

보울더시티 •

 •
그랜드 캐년 공항

그랜드 캐년 서부•

 •
페이지

미드호

라스베가스:

보울더:

GCW:

사우스 림:

페이지/모뉴먼트 밸리:

 •

에코 서비스
A-스타/벨 서비스 항공기 서비스

보트 서비스
관광버스 서비스

Fabulous
W E L C O M E

라스베가스

TO

N E V A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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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 최고급 서비스
• 첨단 에코스타 럭셔리
• 리무진 서비스/VIP 체크인

에머랄드 이스케이프 [HLW-4]

하강, 착륙 후 캐년 산책
그랜드 캐년 항공 투어(캐년 지면에 착륙). 캐년 
지면에서 즐기는 샴페인과 간단한 식사. 투어 중에 
유명한 라스베가스 “스트립” 상공을 비행합니다.
호텔 출발 후 되돌아오기까지 투어 시간은 약 3시간 30분입니다

사파이어 스카이 [HLW-1]

그랜드 캐년 경계 아래로 활공 후 캐년 
상공 비행!

그랜드 캐년 항공 투어 중에 유명한 라스베가스 “
스트립” 상공을 비행합니다.
호텔 출발 후 되돌아오기까지 투어 시간은 약 2시간 30
분입니다

다이아몬드 드림 [HLW-4S]

놀라운 그랜드 캐년 착륙 체험
그랜드 캐년 항공 투어(캐년 지면에 착륙). 캐년 지면에서 
즐기는 샴페인과 간단한 식사.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조명이 켜지는 일몰 시간에 돌아옵니다.

호텔 출발 후 되돌아오기까지 투어 시간은 약 3시간 30
분 - 4시간입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 투어 [HLS-1]

라스베가스가 선사하는 모든 경이로운 체험 시도!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 “스트립” 상공을 멋지게 비행해 보십시오. 
미라지 호텔 화산 폭발을 체험하고 벨라지오 분수쇼의 장관을 감상하신 후 베네치안 
산마르코 광장의 시계탑 상공을 비행하며 유명한 복제 에펠탑을 내려다 보는 기회를 가지고, 
한 세기 전에 시작된 프리몬트 스트리트 익스피어리언스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이 곁들여지는 이 비행에서 성층권에 가장 근접하는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투어 시간은 약 8-10분입니다..
이동 제외 옵션 [HL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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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웨딩 [HLW-WED]

자연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 중 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I do”라고 선언해 보세요!

호텔에서 헬리콥터까지 개인 리무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캐년에 착륙한 후 
맞절을 한 후에 샴페인 토스트와 웨딩 케이크를 맛보는 환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12개의 장미로 만들어진 신부용 부케, 신랑용 장미 
부토니아, 운전사 및 주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호텔 출발 후 되돌아오기까지 투어 시간은 대략 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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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 캐년 상공을 비행하는 최저 소음의 최신형 제트콥터
• 놀라운 수준으로 소음을 낮춘 기술
• 대형 객실, 180도 시원하게 트인 시야

캐년 이스케이프 [HBW-4]

하강, 착륙 후 캐년 산책
그랜드 캐년 항공 투어(캐년 지면에 착륙). 캐년 지면에서 
즐기는 샴페인과 간단한 식사. 
호텔 출발 후 되돌아오기까지 투어 시간은 약 3시간 30
분입니다

캐년 스카이 [HBW-1]

그랜드 캐년 경계 아래로 활공 후  
캐년 상공 비행!

앉은 좌석에서 후버댐, 아름다운 미드호, 사화산들, 
그래이프바인 메사가 모두 내려다 보입니다
호텔 출발 후 되돌아오기까지 투어 시간은 약 2시간 30
분 3시간 입니다.

캐년 드림 [HBW-4S]

놀라운 그랜드 캐년 착륙 체험
그랜드 캐년 항공 투어(캐년 지면에 착륙). 캐년 지면에서 
즐기는 샴페인과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일몰 시간에 
돌아옵니다.
호텔 출발 후 되돌아오기까지 투어 시간은 약 3시간 30
분 - 4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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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필론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그랜드 캐년 서부 투어

파필론 럭셔리에서 그랜드 캐년의 한정된 착륙 지점 중 하나로 
비행하며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지는 잊지 못할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4,000 피트 상공에서 깊숙한 그랜드 캐년 협곡으로 
하강하는 멋진 체험도 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콜로라도 강둑에 
착륙하여 왈라파이(왈라파이 보호 구역) 원주민 보호 구역을 
탐험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라마다”라고 하는 왈라파이 인디언 
정자 아래에서 제공되는 향긋한 샴페인과 간단한 식사로 여행의 
흥을 돋구고. 포티피케이션 힐과 우뚝 솟은 그랜드 워시 클리프 
절벽을 포함하여 미드호, 후버댐, 사화산들이 선사하는 웅장한 
경관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약 3시간 45분(호텔 - 호텔)

(일몰 옵션: PBW-4S)

하강, 착륙 후 캐년 산책!
가장 인기 있는 투어!

그랜드 셀레브레이션  [코드 PBW-4]  

콜로라도 강 항해 [코드 PBW-5] 

종일 투어! 환상적인 11마일 래프팅과  
헬리콥터로 캐년 지면에 착륙하는 경이로운 체험!

그랜드 캐년의 웨스트 림으로 비행하며 
설명까지 곁들이는 잊지 못할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4,000 피트 상공에서 하강하여 
그랜드 캐년 표면에 내려 원시의 땅을 
탐험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향긋한 
컨티넨탈 샴페인을 곁들인 아침 식사로 
여행의 흥을 돋궈줍니다.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로 역사적인 보울더 시티로 돌아온 
후 래프트에 올라 잔잔한 블랙 캐년 물살을 
따라 11마일 래프팅을 즐깁니다. 점심으로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라스베가스로 돌아올 
때는 관광버스를 이용합니다. 시간(계절별)
약 10시간(호텔 - 호텔)

 

림 아래로 활공 후 그랜드 캐년 상공  
비행, 아름다운 보울 오브 파이어 관광!

파필론 최고의 항공 투어를 이용하면 미처 발길이 
닿지 않은 장엄한 그랜드 캐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후버댐, 아름다운 
미드호, 사화산들, 그래이프바인 메사가 모두 
내려다 보입니다. 그랜드 캐년 상공을 비행하면서 
전설적인 풍광을 감상하십시오.  매 순간 근사한 
경치가 펼쳐지니 반드시 카메라를 준비하십시오! 

시간: 약 2.5시간(호텔 - 호텔)  

골든 이글 항공 투어 [코드 PBW-1]  

pg. 8



라
스
베
가
스
/

보
울
더
에
서

 
페
이
지

시닉 항공
그랜드 캐년 서부 투어

웨스트 림 항공기/헬리콥터/보트 투어!

미드호, 후버댐, 그랜드 캐년의 웨스트 림을 상공에서 
감상한 후 그랜드 캐년 서쪽에 착륙합니다. 관광버스 
림 투어와 간단한 식사도 제공됩니다. 그랜드 캐년 
정상에서 4,000 피트 하강하여 그랜드 캐년 지면에 
착륙하는 헬리콥터 투어입니다. 콜로라도 강에서의 
짧은 보트 여행으로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감상한 후. 헬리콥터로 림 정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라스베가스/보울더로 돌아오는 데는 항공기를 이용합니다.  

시간:  약 7시간(호텔 - 호텔)  

그랜드 보이저 [코드SBW-5]  

Skywalk® 와 함께 하는 웨스트 림 항공기/지상 투어!
그랜드 캐년 서부와 왈라파이 인디언 보호 구역으로 비행하
며 관광이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인 그랜드 캐년에서 가장 독보적이며 전세계 유일의 유리 
다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상 이동과 
간단한 식사도 포함됩니다. 

시간:  약 7시간(호텔 - 호텔 

어린이는 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Skywalk®  와 함께 하는 인디언 어드벤처 [코드 SBW-4K]  

웨스트 림 항공기 투어!

시간 제약을 받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투어! 항공 투어로만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장관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의 웨스
트 림 상공을 비행하기에 앞서 미드호와 경이로운 후버댐 
상공을 비행합니다. 

시간:  약 4시간(호텔 - 호텔)  

하이라이트 투어 [코드 SBW-1]  

웨스트 림 항공기 투어와 후버댐 버스 연계!

하이라이트 항공 투어는 후버댐, 미드호, 콜로라도 강, 
서부 그랜드 캐년의 경관을 상공에서 감상하는 투어를 
제공합니다. 항공 관광 후 관광버스로 갈아타고 후버댐을 
둘러보며 사진 촬영 시간 가집니다.

시간: 약 7.5시간(호텔 - 호텔)  

그랜드 캐년 & 후버댐 [코드SBW-1D]  

p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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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닉 항공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투어(사우스 림)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헬
리콥터/지상 투어!

항공 투어로만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미드호, 후버댐, 그랜드 캐년 
항공 관광 후, 웅장한 경관을 감상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캐년 림으로 이동합니다. 환상적인 헬리콥터 
투어로 헬기로만 접근 가능한 캐년 내부를 감상해 
보십시오. (식사 포함). 

시간: 약 10시간(호텔 - 호텔)  

그랜드 캐년 오디세이 [코드 SBG-4H]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
지상 투어!

가장 있기 있는 그랜드 캐년 투어!! 친절하게 여행객을 안내해주
는 투어로 공중과 지상에서 후버댐, 미드호, 콜로라도 강, 그랜드 
캐년을 체험합니다.국립공원 관광버스가 림을 따라 돌며 곳곳에
서 정차하는데, 이때 웅장한 경관을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
습니다. 이 종합적인 투어에는 아이맥스 영화, 식사, 지상 투어 구
간에서의 다국어 음성 안내가 제공됩니다.  

시간:  약 10시간(호텔 - 호텔)  

캐년 카너서 [코드 SBG-5]

그랜드 캐년에서 1박하는 모뉴먼트 밸리 
& 그랜드 캐년 항공기/지상 투어!

아름다운 미드호와 경이로운 후버댐 상공을 비행하는 것으로 
투어가 시작됩니다. 그랜드 캐년 공항에서 멈췄다가 모뉴먼트 
밸리로 비행합니다. 모뉴먼트 밸리에서 착륙한 후 4X4 
차량에 탑승하여 존포드 포인트로의 가이드 동반 지상 투어를 
시작합니다. 투어는 모뉴먼트 밸리에서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항공 투어로 계속됩니다. 여름에는 “캐년 일몰” 림 투어를, 
겨울에는 “캐년 일출” 투어를 즐겨보십시오. 호텔로 이동하여 
하룻밤 투숙한 후 다음날 라스베가스로 돌아옵니다.

모뉴먼트 밸리 디럭스 오버나이트 [코드 SBM-8]  

그랜드 캐년 & 모뉴먼트 밸리 항공
기/지상 투어!

그랜드 캐년과 모뉴먼트 밸리를 하루에 모두 관광해 
보세요! 그랜드 캐년 림 투어, 존 포드 포인트 등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모뉴먼트 밸리 4X4 지상 투어로 
진행되며, 그랜드 캐년에서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시간:  약 10시간(호텔 - 호텔)  

모뉴먼트 밸리 카너서 [코드  SBM-4]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1박 투어!

가이드 버스 투어와 그랜드 캐년 소재 호텔에서 하룻밤 투숙이 
포함되는 항공 투어. 아름다운 미드호와 경이로운 후버댐 
상공을 비행하는 것으로 투어가 시작됩니다.  여름에는 “캐년 
일몰” 림 투어를, 겨울에는 “캐년 일출” 투어를 즐겨보십시오. 
호텔로 이동하여 1박 투숙한 후 다음날 오전에 라스베가스로 
돌아옵니다 
 

그랜드 캐년 디럭스 오버나이트 [코드 SBG-8]  

pg. 10

1박

1박



라
스
베
가
스
/

보
울
더
에
서

 
페
이
지

그랜드 캐년 항공
그랜드 캐년 서부 투어

웨스트 림 항공기/헬리콥터/보트 투어!

후버댐, 미드호, 캐년의 웨스트 림을 비행하는 항공 관광이 
투어에 포함됩니다. 착륙 후, 헬리콥터로 캐년에 내려서 
콜로라도 강을 따라 짧은 거룻배 항해를 즐깁니다. 왈라파이 
보호 구역을 방문하는 지상 관광과 간단한 식사가 포함됩니다.  

시간:  약 7시간(호텔 - 호텔)  

그랜드 보이저 탐험 [코드 GBW-5]  

웨스트 림 항공기/지상 투어 

항공기로 그랜드 캐년 서부로 비행하여. 미드호, 후버댐, 그
랜드 캐년 웨스트 림을 관광합니다. 왈라파이 보호 구역 방
문과 간단한 식사가 포함됩니다.

시간: 약 7시간(호텔 - 호텔)

인디언 어드벤처 [코드 GBW-4]  

웨스트 림 항공기 투어!

설명을 곁들인 역사적인 보울더 시티, 후버댐, 미드호 관광
으로 환상적인 투어가 시작됩니다. 항공기가 그랜드 캐년의 
웨스트 림에 들어서면 아찔한 그랜드 워시 클리프, 경이로
운 레드락 지대, 웅장한 콜로라도 강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간: 약 7시간 30분(호텔 - 호텔)  

비저너리 항공 투어 [코드 GBW-1]  

웨스트 림 항공기 투어와 후버댐 버스 연계!

이 항공 투어는 후버댐, 미드호, 콜로라도 강, 서부 그랜드 
캐년을 비행하면서 관광합니다. 항공 관광 후 관광버스로 
갈아타고 후버댐을 둘러보며 사진 촬영 시간 가집니다.

시간:  약 7시간 30분(호텔 - 호텔)  

그랜드 캐년 & 후버댐 [코드 GBW-1D]  

p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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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에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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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헬리콥터/지상 투어!

모든 것이 포함된 사우스 림 출발 투어! 라스베가스/
보울더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왕복하는 항공기 
투어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가장 광활하고 깊숙한 
내부 위를 설명과 함께 30분간 비행하는 헬리콥터 
투어의 장관을 즐기십시오. 림 투어와 가벼운 뷔페 
식사로 캐년 관광의 즐거움이 배가됩니다.
시간: 약 10시간(호텔 - 호텔) 

헬리콥터 연계 그랜드 캐년 딜럭스  [코드 GBG-4H]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지상 투어!

항공기를 라스베가스/보울더를 출발하여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향하면서. 후버댐, 미드호, 그랜드 캐년을 경유하는 투어입니다. 
착륙한 후 관광버스로 환승하여 지상 투어로 웅장한 국립공원을 
관광합니다. 가벼운 뷔페 식사와 캐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이맥스 
그랜드 캐년 영화 입장권이 투어에 포함됩니다.

시간:  약 10시간(호텔 - 호텔)  

그랜드 캐년 딜럭스 [코드 GBG-4]  

그랜드 캐년에서 1박하는 모뉴먼트 밸
리 & 그랜드 캐년 항공기/지상 투어!
아름다운 미드호와 경이로운 후버댐 상공을 비행하는 것으로 
투어가 시작됩니다. 그랜드 캐년 공항에서 잠시 멈춘 후 
모뉴먼트 밸리로 비행을 계속합니다. 모뉴먼트 밸리에서 
착륙한 후 4X4 차량에 탑승하여 존포드 포인트로의 가이드 
동반 지상 투어를 시작합니다. 모뉴먼트 밸리에서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항공 투어로 계속됩니다. 여름에는 “캐년 
일몰” 림 투어를, 겨울에는 “캐년 일출” 투어를 즐겨보십시오. 
호텔로 이동하여 1박 투숙한 후 다음날 오전에 라스베가스로 
돌아옵니다. 

모뉴먼트 밸리 디럭스 오버나이트 [코드 GBM-8]  

그랜드 캐년 & 모뉴먼트 밸리 
항공기/지상 투어!

모뉴먼트 밸리와 그랜드 캐년을 하루에 모두 
관광합니다! 라스베가스/보울더를 출발하여 
미드호와 경이로운 후버댐 상공을 경유하여 그랜드 
캐년의 캐년 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전망지 중 한 
곳에 잠시 착륙합니다. 계속해서 존 포드 포인트로 
지상 투어를 위해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모뉴먼트 밸리로 비행합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간단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시간: 약 11시간(
호텔 - 호텔)

모뉴먼트 밸리 1일 투어 [코드 GBM-4]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1박 투어!
인기 있는 그랜드 캐년 1박 투어를 즐겨보십시오. 항공기가 후
버댐, 미드호, 콜로라도 강을 경유하여 세계 7번째 불가사의에 
도착합니다.착륙한 후, 캐년 일몰(여름) 또는 캐년 일출(겨울) 
투어를 즐기기 위해 림으로 이동합니다. 호텔에서 하룻밤 투숙
한 후 다음날 라스베가스로 돌아옵니다

그랜드 캐년 디럭스 오버나이트 [코드 GBG-8]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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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코치

역사적인 보울더 시티 관광을 시작으로 댐에서 애리조나 
경계로 이동하며 웅장한 경관을 카메라에 담아 보십시오. 
투어는 포티피케이션 힐과 블랙 캐년으로 이어지며, 사막 
지대에서 최대 규모와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죠슈아
(선인장의 일종) 나무 군락지를 통과합니다. A웨스트 
림 도착 후, 왈라파이 보호 구역에서 환상적인 그랜드 
캐년의 풍광 속에서 점심을 곁들인 가이드 동반 림 투어를 
즐깁니다. 떠나기 전에 인디언 공예가들이 전시해 놓은 
골동품과 예술품을 감상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약 11시간(호텔 - 호텔).

웨스트 림 인디언 버스 투어 [코드 CLW-4]  

안락한 관광버스로 사막 서부를 이동하며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감상합니다.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가이드 안내가 제공되는 숨막히는 절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역사적인 후버댐에서 잠시 멈춥니다. 사우스 
림에 도착 후, 캐년 림을 따라 환상적인 경관을 
즐기고 간단한 식사도 곁들입니다. 관광버스로 
라스베가스로 돌아옵니다.

시간: 약 14시간.

헬리콥터 연계 웨스트 림 버스 투어
후버댐에서 애리조나로 이동하며 뛰어난 경관을 
감상하고 사진 촬영할 시간을 갖는 관광버스 투어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고대 죠수아(일종의 선인장) 나무 
군락지를 통과하여 웨스트 림으로, 다시 왈라파이 
보호 구역으로 관광이 계속됩니다. 그랜드 캐년 
웨스트 터미널에 도착한 후, 헬리콥터로 환승하여 
4,000피트 활공으로 캐년에 내려서서 거룻배로 
콜로라도 강 하류로 항해합니다. 헬리콥터로 
림으로 돌아와 가이드 안내와 간단한 식사를 곁들인 
왈라파이 보호 구역 관광으로 림 투어를 즐깁니다.

시간: 약 11시간.

림과 강을 잇는 탐험 [코드 CLW-H]  

헬리콥터 연계 사우스 림 버스 투어
관광버스를 타고 후버댐을 출발해서 환상적인 
경관이 펼쳐져 보이는 애리조나 전망지로 
이동합니다. 사우스 림에 도착 후,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캐년의 가장 광활하고 깊숙한 내부를 
관광합니다. 다시 관광버스로 돌아와 점심을 곁들인 
지상 투어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림이 펼치는 
장관을 감상합니다.

시간: 약 11시간(호텔 - 호텔).

캐년 수퍼 딜럭스 그라운드 [코드 CLG-H]  사우스 림 버스 투어 [코드 CL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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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고온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연을 활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예가 바로 후버댐입니다. 보울더 시티를 통과해 후버댐까지 이동하는 
동안 편안하게 관광버스에서 휴식하시면 됩니다. 후버댐에 도착한 후 2시간 동안 비디오 
감상을 하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발전실 관람, 전시관, 전망대, 관광 안내소 및 박물관 등을 
둘러보거나 후버댐에서 애리조나 경계로 산책을 하며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담을 만한 순간과 경관이 가득 펼쳐집니다.

시간: 약 4.5시간.

후버댐 투어 [코드 CLD-3]  

라스베가스 기점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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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투어(사우스 림)
파필론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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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불가사의!
맨 앞줄 좌석에서 자연의 불가사의 
세계로 빠져보는 경탄을 자아내는 
투어로. 쾌적한 제트 엔진 헬리콥터에 
편안히 앉아서 캐년의 전설적인 
장관에 빠져 보십시오. >하루 종일 
캐년을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으며 관광 이상의 것을 이 투어에서 
체험하시게 됩니다. 

시간: 약 25-30분.

>에코스타:  HGG-1

북부 캐년 투어 [코드 PGG-1]  

최저 속도와 고도 비행으로 사진 촬영가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는 비행

저 멀리 임페리얼 포인트까지 들어가며 경외심을 
자아내는 이스턴 조지의 비행으로 그랜드 캐년의 
심장부로 접근합니다. 페인티드 데저트(붉은 
사막), 콜로라도의 장엄한 경관과 함께 북부 
캐년 투어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적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동부 캐년에서 
숨이 멎을 듯한 경관에 빠져보십시오.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독창적인 투어입니다.

시간: 약 45-50분.

>에코스타: HGG-2

임페리얼 투어 [코드 PGG-2]  

그랜드 캐년 저지대에서 감상하는 폭포의 
장관과 전설적인 경관.

하바수파이 인디언의 독특한 
세계로 안내하는 독보적 투어에서 
모험의 절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저지대에 위치한 이 
마을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룬 폭포들과 전설적인 
경관을 펼쳐 보입니다. 인디언 
가이드가 이끄는 트레일 라이드에 
합류하거나 2마일 산책으로 유명한 
하바수 폭포 앞에 서면. S부족의 
이름이 “청녹색 물의 사람들”을 
뜻하는 하바수파이인 이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바수파이 투어 [코드 PG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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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투어(사우스 림)

그랜드 킹덤 투어 [HGG-2]

숨겨진 캐년 내부 탐험!
웅장한 투어를 시작하며 왕족의 품위를 느낄 준비를 하십시오. 
항공기로 캐년 벽을 따라 각기 지구의 다른 연대기를 나타내는 
지층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캐년의 어마어마한 아치와 
숨겨진 내부도 통과합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의 세계를 
감상하고 리틀 콜로라도 강의 빛나는 청녹색 물줄기 위로 날아 
오릅니다. 캐년을 따라 비행하며 이 투어로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합니다.

연장 항공 투어:  45-50 MIN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 경이로운 풍광!

마제스틱 투어 [HGG-1]

경이로운 세계 체험!
이 투어에서 그랜드 캐년의 가장 광활하고 깊숙한 내부를 탐험해 
보세요. 캐년에서 솟아오른 엄청난 기둥들을 감상하며, 20억 년 
이상의 지질 역사를 체험하고 무수한 지구 변화를 자세히 보여주는 
암석층들을 감상하게 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 
경관이 펼쳐집니다.

항공 투어:  25-30분

사우스 림 탐험!광활한 대지의 풍경!

p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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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항공기 • 그랜드 캐년 코치
그랜드 캐년 항공기 & 그랜드 캐년 코치

로라도 강 관광과 흥겨운 f래프팅으로 여
유로운 하루!

그랜드 캐년에서 관광버스에 올라 나바조 보호 구역과 페인티드 
데저트를 경유하여 글렌 캐년 국립 휴양지로 향합니다. 글랜 
캐년 댐 밑에서 대형 모터 구동식 래프트에 탑승하여 리스 
페리까지 15.5마일의 콜로라도 강 항해를 즐깁니다. 캐년 벽을 
따라 이어지는 기암괴석을 감상해 보십시오. 간단한 식사도 
제공됩니다. (계절별)

시간: 약 12시간.

스무드 워터 버스 트립  [코드  CGP-4R]  

역사 탐방 비행!
주니 포인트를 횡단하고 주니 코리도를 지나 그랜드 캐년의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구간으로 비행합니다. 동쪽의 데저트 
뷰, 페인티드 데저트(붉은 사막), 나바호 인디언 보호 구역을 
관광하며 웅장한 콜로라도 강으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템플 
버트를 가로질러 노스 림으로 향하면서 환상적인 카이밥 고원, 
카이밥 국립 국유림, 포인트 임페리얼, 드래곤 헤드 상공을 
감상합니다.

시간: 약 40-45분.

그랜드 디스커버리 투어 [코드  GG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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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지프차/래프트/버스
투어 구성: 그랜드 캐년 항공 투어, 안텔로프 캐년 지프차 

투어, 잔잔한 콜로라도 강 래프팅.
오전에 그랜드 캐년을 출발하여 애리조나주 페이지로 비행하면서 
캐년과 파웰호의 황홀한 장관을 감상합니다. 페이지에 착륙한 후, 
가벼운 아침 식사를 곁들인 안텔로프 캐년행 가이드 지프차 투어를 
즐깁니다. 승객 15-22명이 모터 구동식 공기 주입 래프트에 올라 15.5
마일을 항해하며 20억년 이상 된 지질 역사를 탐사합니다. 4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 적합합니다!식사와 다과도 제공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리스 페리로 항해를 마감하고 관광버스나 밴으로 환승합니다. 
시간(계절별): 약 12시간 30분

캐년 리버 투어 [코드  GGP-5R]  

모뉴먼트 상공 비행과  
4x4로 그랜드 캐년 횡단!

모뉴먼트 밸리의 살아 숨쉬는 경관을 감상하며 나바조의 생활 양식을 
느껴보십시오. Y그랜드 캐년을 출발하여 모뉴먼트 밸리를 향해 비행을 
시작합니다. L모뉴먼트 밸리에 착륙한 후, 4x4 차량에 환승하여 유명한 
존웨인 서버 영화의 배경으로 사용했던 존포드 포인트 등의 관광지를 향하는 
가이드 투어로 이어집니다. 숨막히는 경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간: 약 5시간.

모뉴먼트 밸리 항공/지상 [코드  GG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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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센티브/관광버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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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필론은 회사, 연합회, 기업 미팅, 인센티브 등의 기획자가 단체 성격, 시간 제약, 예산에 맞출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과 모험을 
구성해드립니다.다양한 지상 활동, 운송, 식사를 포함한 고객 맞춤형 전세 투어도 짜 드릴 수 있습니다.이국적 관광지로의 소풍, 
아침 식사를 곁들이는 일출 비행, 골프 패키지 등 유명한 투어 패키지도 제공됩니다. 파필론은 Allstate 보험,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Ford Motor Company, IBM 등의 기업에서 개최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단체 요금과 고객 맞춤형 패키지에 
대한 정보는 파필론의 특별 단체 & 인센티브(Special Groups & Incentive).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년 착륙• 
보트 항해• 

캐년 착륙• 
식사 옵션• 
문화 유적지• 

항공 투어(그랜드 캐년의 가장 • 
광활하고 깊숙한 내부 관광
에코스타로 업그레이드• 
캐년 착륙/폭포 옵션(PGV-4)• 
히치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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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페이지 /파웰호
단체/인센티브/관광버스 시리즈

그랜드 캐년을 출발하는 선택 투어: 

그랜드 디스커버리 투어:  GGG-1 
45-50 분 • 
캐년의 가장 광활하고 깊숙한 내부를 비행하는 항공 투어.• 

트라이앵글 편도: 그랜드 캐년에서 모뉴먼트 밸리 항공편/육로를 통해 
페이지까지, 파웰호-레인보우 브리지 경유 항공 투어.
관광버스로 그랜드 캐년을 출발하여 페이지/파웰호로 이동하는 시간(약 3시간 
소요)에 모뉴먼트 밸리의 항공/지상 투어, 파웰호 & 레인보우 브리지 상공 비행, 
페이지에 착륙 후 관광버스에 합류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페이지를 출발하여 
그랜드 캐년으로 향하는 관광버스 투어의 옵션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랜드 캐년 트라이앵글(점심 불포함):  GGMP-3 
그랜드 캐년 트라이앵글(점심 포함): GGMP-4

페이지/파웰호에서 출발하는 선택 투어:
편도: 페이지에서 파웰호, 레인보우 브리지 및 모뉴먼트 밸리를 경유하여 그랜드 
캐년 도착 항공/지상 투어)
페이지 출발 – 트라이앵글(점심 불포함) 투어 코드: GPMG-3
페이지 출발 – 트라이앵글(점심 포함) 투어 코드: PPMG-4

pg. 18

페이지에서 항공/지상 투어 옵션:
레인보우 브리지 항공 투어의 투어 코드:: GPR-1    • 
GPR-1 투어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레인보우 브리지 연장 투어 코드: GPR-2   • 
GPR-2 투어 시간은 약 45분입니다.
모뉴먼트 밸리 항공 투어의 투어 코드: GPM-1  • 
GPM-1 투어 시간은 약 90분입니다.
모뉴먼트 밸리 항공/지상 투어 코드: GPM-2   • 
GPM-2 투어 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페이지에서 모뉴먼트 밸리로 편도 투어 코드: GMP-1P   • 
GMP-1P 투어 시간은 약 50분입니다.

모뉴먼트 밸리에서 출발하는 선택 투어
모뉴먼트 밸리에서 페이지까지 편도: GPM-1M 
*약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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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드라이브 가이드

라스베가스 기점 종 지:
아치스 국립공원 ........................................................................ 721 km(451마일)
베이커 ........................................................................................... 150km(93마일)
바스토우  .................................................................................... 246km(153마일)
브라이스 캐년  ............................................................................ 330km(205마일)
카슨 시티  ................................................................................... 692km(430마일)
데스 밸리 .................................................................................... 220km(137마일)
디즈니랜드 .................................................................................. 467km(290마일)
플래그스태프 .............................................................................. 442km(275마일)
그랜드 캐년 N ............................................................................. 483km(300마일)
그랜드 캐년 S ............................................................................. 475km(295마일)
그랜드 캐년 W ..............................................................................200km(125마일
후버댐  ............................................................................................ 40km(25마일)
킹맨  ........................................................................................... 166km(103마일)
레이크 하바수 시티 ..................................................................... 233km(145마일)
레이크 타호  ................................................................................ 756km(470마일)
로스앤젤레스 .............................................................................. 467km(290마일)
모뉴먼트 밸리 ............................................................................. 594km(369마일)
니들스  ........................................................................................ 177km(110마일)
페이지  ........................................................................................ 399km(248마일)
팜 스프링스  ................................................................................ 451km(280마일)
피닉스 ......................................................................................... 483km(300마일)
리노 ............................................................................................ 724km(450마일)
솔트레이크 시티 ......................................................................... 734km(456마일)
샌디에고  .................................................................................... 533km(331마일)
샌프란시스코 .............................................................................. 984km(589마일)
세도나  ........................................................................................ 428km(266마일)
밸리 오프 파이어 ............................................................................ 72km(45마일)
버지니아 시티 ............................................................................. 697km(433마일)
Zion .......................................................................................... >259km(162마일)

그랜드 캐년
•  길이 446km(277마일), 너비 29km(18마일)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지로, 3-6백만 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침 
 식으로 윤곽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  야바파이 포인트가 해발 731m(2,400ft), 사우스 림에서 해저 1,371m(4,500ft) 깊이, 노스 림에서 해저   
 1,646m(5,400ft)로, 평균 깊이가 1.609km(1마일)에 달합니다.
•  70여 종의 포유류, 250여 종의 조류, 25종의 파충류, 5종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기점: [자동차로 3시간 거리, 120마일]: US 93에서 킹맨을 향해 남동 방향으로 달리다가 
돌란 스프링스 종점에서 Pearce Ferry Road[26마일]로 빠져서 그랜드 캐년 서부 종점 간판[21마일]에서 
회전합니다. 왈라파이 보호 구역으로 향하는 처음 14마일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플래그스태프 기점:[자동차로 4시간 30분, 225마일]: I-40에서 킹맨을 향해 서쪽으로 달리다가 US 93에서 
돌란 스프링스 종점을 향해 북쪽으로 주행합니다.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 기점: [5시간 미만] State Route 64에서 윌리엄스를 향해 남쪽으로 달리다가 I-40을 
타고 US 93로 들어가 돌란 스프링스 종점을 향합니다. 

피닉스 기점: [자동차로 3시간 30분] US 93에서 킹맨 방향으로, 다시 돌란 스프링스 종점을 향해 주행합니다. 

캐년에서 신나는 활동

허밋 레스트 투어:
2시간 관광버스 투어로 그랜드 캐년의 웨스트 림 드라이브를 따라 허밋 레스트까지 8마일을 여행합니다.
도중에 굽이굽이 휜 브라이트 앤젤 하이킹/노새 트랙, 뇌성을 울리는 콜로라드 강 급류, 허밋 레스트, 1914
년에 매리 제인 코울터가 원시 암석으로 세운 독특한 건물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관광 전망대에 정차합니다. 
1년 내내 일일 2회 운영하는 투어입니다.

노새 타고 숲길 여행: 
그랜드 캐년만큼 유명한 관광 상품으로,.1년 내내 운영하는 노새 타기 외에 두 가지 투어 상품도 제공합니다. 
투어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Grand Canyon Lodges, Reservations Department, Post Office Box 699, 
Grand Canyon, AZ 86023으로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노새 타기는 보통 6 - 12개월 전에 예약합니다. 
하지만 예약 없이 도착한 여행자 중 관심이 있는 분은 브라이트 앤젤 로지의 안내 데스크에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레일 익스프레스:
애리조나 주 윌리엄스와 그랜드 캐년 간에 운행되는 반나절 투어로, 한 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증기 
기관차를 타고 편안하게 역사를 탐방합니다. 투어는 철도 스케줄에 따라 매일 출발합니다.

그랜드 캐년 웨스트 림
그랜드 캐년 웨스트 공항행:이동 거리

라스베가스에서 주요 관광지까지 이동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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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서 항공/지상 투어 옵션:
레인보우 브리지 항공 투어의 투어 코드:: GPR-1    • 
GPR-1 투어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레인보우 브리지 연장 투어 코드: GPR-2   • 
GPR-2 투어 시간은 약 45분입니다.
모뉴먼트 밸리 항공 투어의 투어 코드: GPM-1  • 
GPM-1 투어 시간은 약 90분입니다.
모뉴먼트 밸리 항공/지상 투어 코드: GPM-2   • 
GPM-2 투어 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페이지에서 모뉴먼트 밸리로 편도 투어 코드: GMP-1P   • 
GMP-1P 투어 시간은 약 50분입니다.

모뉴먼트 밸리에서 출발하는 선택 투어
모뉴먼트 밸리에서 페이지까지 편도: GPM-1M 
*약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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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년 가이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일  일출 일몰  일출 일몰  일출 일몰  일출 일몰  일출 일몰  일출 일몰
1  7:39 5:24  7:30 5:54  6:59 6:22  6:15 6:49  5:36 7:15  5:12 7:39
2 7:39 5:25  7:29 5:55  6:58 6:23  6:13 6:50  5:35 7:16  5:12 7:40
3  7:39 5:26  7:28 5:56  6:57 6:24  6:12 6:51  5:34 7:16  5:12 7:40
4  7:40 5:26  7:27 5:57  6:56 6:25  6:11 6:52  5:33 7:17  5:11 7:41
5  7:40 5:27  7:26 5:58  6:54 6:26  6:09 6:53  5:32 7:18  5:11 7:41
6  7:40 5:28  7:25 5:59  6:53 6:27  6:08 6:54  5:31 7:19  5:11 7:42
7  7:40 5:29  7:25 6:00  6:51 6:28  6:07 6:54  5:30 7:20  5:11 7:43
8  7:40 5:30  7:24 6:01 6:50 6:29  6:05 6:55  5:29 7:20  5:11 7:43
9  7:40 5:31  7:23 6:02  6:47 6:30  6:04 6:56  5:28 7:21  5:11 7:44
10  7:40 5:32  7:22 6:03  6:47 6:31  6:03 6:57  5:27 7:22  5:10 7:44
11  7:40 5:33  7:21 6:05  6:45 6:32  6:01 6:58  5:26 7:23  5:10 7:45
12 7:40 5:33  7:20 6:06  6:44 6:33  6:00 6:58  5:25 7:24  5:10 7:45
13  7:39 5:34  7:18 6:07  6:42 6:33  5:59 6:59  5:24 7:25  5:10 7:45
14  7:39 5:35  7:17 6:08  6:41 6:34  5:57 7:00  5:23 7:26  5:10 7:46
15  7:39 5:36  7:16 6:09  6:40 6:35  5:56 7:01  5:22 7:27  5:10 7:46
16  7:39 5:37  7:15 6:10  6:38 6:36  5:55 7:02  5:21 7:28  5:10 7:47
17  7:39 5:38  7:14 6:11  6:37 6:37  5:53 7:02  5:20 7:29  5:10 7:47
18  7:38 5:39  7:13 6:12  6:36 6:38  5:52 7:03  5:19 7:29  5:10 7:47
19  7:38 5:40  7:11 6:13  6:34 6:38  5:51 7:04  5:19 7:30  5:17 7:47
20  7:37 5:41  7:10 6:14  6:33 6:39  5:50 7:05  5:18 7:31  5:11 7:48
21  7:37 5:43  7:09 6:15  6:31 6:40  5:48 7:06  5:18 7:32  5:11 7:48
22  7:36 5:44  7:08 6:16  6:30 6:41  5:47 7:07  5:17 7:32  5:11 7:48
23  7:35 5:45  7:07 6:17  6:28 6:42  5:46 7:08  5:16 7:33  5:11 7:48
24  7:34 5:46  7:06 6:18  6:27 6:42  5:44 7:09  5:16 7:34  5:12 7:49
25  7:34 5:47  7:04 6:19  6:26 6:43  5:43 7:10  5:15 7:35  5:12 7:49
26  7:34 5:48  7:03 6:20  6:24 6:44  5:41 7:11  5:15 7:35  5:12 7:49
27  7:33 5:49  7:02 6:20  6:23 6:45  5:40 7:12  5:14 7:36  5:13 7:49
28  7:32 5:50  7:01 6:21  6:22 6:46  5:39 7:12  5:14 7:37  5:13 7:49
29  7:32 5:51   6:20 6:46  5:38 7:13  5:13 7:37  5:13 7:49
30  7:31 5:52   6:19 6:47  5:37 7:14  5:13 7:38  5:14 7:49
31  7:31 5:53   6:17 6:48   5:13 7:3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일출 일몰  일출 일몰  일출 일몰  일출 일몰  일출 일몰  일출 일몰
1  5:14 7:49  5:34 7:33  5:59 6:57  6:22 6:13  6:50 5:32  7:20 5:13
2  5:15 7:49  5:35 7:32  6:00 6:55  6:23 6:12  6:51 5:32  7:21 5:13
3  5:15 7:49  5:36 7:32  6:00 6:54  6:24 6:10  6:52 5:30  7:22 5:13
4  5:15 7:49  5:37 7:31  6:01 6:53  6:24 6:09  6:53 5:30  7:23 5:13
5  5:16 7:49  5:38 7:30  6:02 6:51  6:25 6:07  6:54 5:29  7:24 5:13
6  5:16 7:48  5:38 7:29  6:03 6:50  6:26 6:06  6:55 5:28  7:25 5:13
7  5:17 7:48  5:39 7:28  6:03 6:48  6:27 6:04  6:56 5:27  7:25 5:13
8  5:17 7:48  5:40 7:27  6:04 6:47  6:28 6:02  6:57 5:26  7:26 5:13
9  5:18 7:47  5:41 7:26  6:05 6:45  6:29 6:01  6:58 5:25  7:27 5:13
10  5:19 7:47  5:42 7:24  6:06 6:44  6:30 6:00  6:59 5:24  7:28 5:14
11  5:19 7:47  5:42 7:24  6:06 6:43  6:31 5:58  7:00 5:24  7:29 5:14
12  5:20 7:47  5:43 7:22  6:07 6:41  6:32 5:57  7:01 5:23  7:29 5:14
13 5:20 7:46  5:44 7:21 6:08 6:40  6:33 5:56  7:02 5:22  7:30 5:14
14  5:21 7:46  5:44 7:20  6:09 6:38  6:33 5:54  7:03 5:22  7:31 5:15
15  5:22 7:46  5:45 7:19  6:10 6:36  6:34 5:53  7:04 5:22  7:31 5:15
16  5:22 7:45  5:46 7:18  6:11 6:34  6:35 5:52  7:05 5:20  7:32 5:15
17  5:23 7:45  5:47 7:17  6:12 6:33  6:36 5:50  7:06 5:20  7:33 5:15
18  5:24 7:44  5:48 7:16  6:12 6:32  6:37 5:49  7:07 5:19  7:33 5:16
19  5:24 7:43  5:48 7:14  6:13 6:30  6:38 5:48  7:08 5:18  7:34 5:16
20  5:25 7:43  5:49 7:13  6:14 6:29  6:39 5:47  7:09 5:17  7:34 5:17
21  5:26 7:42  5:50 7:11  6:15 6:27  6:39 5:46  7:10 5:17  7:35 5:17
22  5:26 7:42  5:51 7:09  6:15 6:26  6:40 5:44  7:11 5:16  7:35 5:18
23  5:27 7:41  5:52 7:08  6:16 6:24  6:41 5:43  7:13 5:16  7:36 5:18
24  5:28 7:41  5:53 7:07  6:17 6:23  6:42 5:42  7:14 5:15  7:36 5:19
25  5:29 7:40  5:54 7:06  6:18 6:21  6:43 5:41  7:15 5:15  7:37 5:19
26  5:29 7:39  5:55 7:04  6:18 6:20  6:44 5:40  7:16 5:15  7:37 5:20
27  5:30 7:38  5:55 7:03  6:19 6:18  6:45 5:39  7:17 5:14  7:38 5:20
28  5:31 7:37  5:56 7:02  6:20 6:17  6:46 5:38  7:18 5:14  7:38 5:21
29  5:31 7:36  5:57 7:00  6:21 6:16  6:47 5:37  7:19 5:14  7:38 5:22
30  5:32 7:35  5:57 6:59  6:21 6:14  6:48 5:35  7:19 5:14  7:38 5:22
31  5:33 7:34  5:58 6:58   6:49 5:34   7:39 5:23

섭씨 온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최대 온도
캐년 내부  56 62  71  82  92  101  106  103  97  84  68  57
사우스 림 41  45  51  60  70  81  84  82  76  65  52  43
노스 림 37  39  44  53  62  73  77  75  69  59  46  40
월 평균 온도
캐년 내부  46  52  59  69  77  86  92  89  83  72  57  47
사우스 림 30  33  38  46  54  64  69  67  61  50  39  31
노스 림  26  29  33  41  48  56  62  60  54  45  35  30
평균 최소 온도
캐년 내부  36  42  48  56  63  72  78  75  69  58  46  37
사우스 림  18  21  25  32  39  47  54  53  47  36  27  20
노스 림  16  18  21  29  34  40  46  45  39  31  24  20
평균 강수량(미국 인치 단위)
캐년 내부 .68  .75  .79  .47  .36  .30  .84  1.40 .97  .65  .43  .87
사우스 림  1.22  1.55 1.38  .93  .66  .42  1.81 2.25  1.56  1.10  .94  1.62
North Rim  3.17 3.22  2.63  1.73  1.17  . 86  1.93 2.85  1.99  1.38  1.48  2.8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최대 온도
캐년 내부  13  17  22  28  33  38 41 39  36  29  20  14
사우스 림  5  7  11  16  21  27  29  28  24  18  11  6
노스 림  3  4  7  12  17  23  25  24  21  15  8  4
월 평균 온도
캐년 내부 8  11  15  21  25  30  33  32  28  22  14  8
사우스 림  -1  .5  3  8  12  18  21  19  16  10  4  -.5
노스 림  .3  -2  .5  5  9  13  17  16  12  7  2  -1
평균 최소 온도
캐년 내부  2  6  9  13  17  22  26  24  21  14  8  3
사우스 림  -8  -6  .4  0  4  8  12  12  8  2  .3  .7
노스 림  .9  -8  -6  -2  1  4  8  7  4  -.5  .4  .7
평균 강수량(cm)
캐년 내부  1.73  1.9  2.01  1.91  .91  .76 2.13  3.56  2.46 1.65  1.09  2.21
사우스 림  3.1  3.94  3.51  2.36  1.68  1.07  4.6  5.71  3.96 2.79  2.39 4.11
노스 림  8.05 8.18  6.68  4.39  2.97  2.18  4.9  7.24  5.05  3.51  3.76  7.19

그랜드 캐년 온도 
(캐년 내부, 사우스 림 & 노스 림)

일출 및 일몰 시간

p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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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 파필론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까지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로 즐기는 
쾌적한 초호화 그랜드 캐년 여행.

이 그랜드 캐년 투어 모음은 최첨단 초호화 EC-130 에코스타 제트 헬리콥터로 
관광과 쾌적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상품입니다. 

맥캐런 국제 공항의 라스베가스/아틀랜틱 터미널에서 편리하게 출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투어에 VIP 체크인, 왕복 여행 리무진 환승 서비스, 
고급 다과가 포함되므로 쾌적한 환경에서 항공기를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로 그랜드 캐년까지 비행하는 초호화 VIP 투어. • 
1-50명의 인원 이용 가능. • 
선정된 투어에서 캐년의 최적 지역에 착륙. • 
고객 맞춤형으로 조정 가능.•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는 그랜드 캐년 공항 북문 안에 위치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사우스 림) 헬기 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초호화 최고급 투어를 
운영합니다.그랜드 캐년 헬리콥터의 독보적인 에코스타 헬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한 설비를 자랑하는 업계 최고의 첨단 헬리콥터입니다.

음악과 투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개인용 헤드폰. • 
18가지 언어로 제공하는 설명.• 
23% 확장된 기내가 180도 트인 시야 제공.• 
국립공원에서 설정한 소음 기준보다 낮은 헬기 실내/외 소음.• 
정면을 향하고 플랫폼이 올라가 있는 극장식 좌석.• 

파필론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1965에 설립된 파필론은 세계 최대의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헬리콥터 관광 
회사로, 상상을 초월하는 파노라마 같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첨단 헬리콥터를 40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중시한 부드러운 이륙과 정확한 착륙, 
자연의 경관을 선사하는 비행을 약속합니다. 친절한 직원 서비스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용 스테레오 헤드폰으로 환상적인 
스테레오 음악과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헬기에 탑승하여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에 빠져보십시오!

파필론 소개:

대형 전망 창• 
43년 이상의 오랜 역사• 
자세한 설명과 환상적인 스테레오 음악• 
5 다이아몬드 어워드• 
독보적인 캐년 지면 착륙 지점• 
사우스 림과 웨스트 림 모두에 대한 비행 승인을 받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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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뉴보울더 공항터미널

그랜드 캐년 항공 • 그랜드 캐년 관광버스 • 시닉 항

pg. 22

그랜드 캐년 항공
그랜드 캐년 항공은 1927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경험이 풍부한 항공 투어 회사입니다. 80년 전에 그랜드 캐년 
항공(시닉 에어에이즈라고도 함)은 전설의 포트 미모터 항공기로 지역 항공 
투어를 운영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항공은 수백만에 달하는 고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으며 
보다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로 귀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자 영예이며, 그랜드 캐년 항공은 최대한 
안전하며 자연을 보존하면서 VISTALINER® Aircraft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항공은 1957년 Elling B. Halvorson 가계 소유가 되었습니다. Mr. 
Halvorson은 항공 투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1972
년 Halvorson은 라스베가스에 1967년 설립된 시닉 항공사인 John Seibold와 
같은 개인 사업자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VISTALINER® 항공기 도입 등으로 
그랜드 캐년 항공을 세계 최고의 항공 투어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오늘날 그랜드 캐년 항공은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 그랜드 캐년 
웨스트 림, 페이지/파웰호, 모뉴먼트 밸리에서 출발하는 최상급 항공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코치
그랜드 캐년 코치는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여 후버댐, 그랜드 캐년 서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끝나는 관광버스 투어를 제공합니다.
그랜드 캐년 코치는 8년 이상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페이지/파웰호, 
콜로라도 강의 평온한 강물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글랜 캐년 댐으로 일일 
관광버스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닉 항공
시닉 항공은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 회사로, 1967년 이래 라스베가스를 
“그랜드 캐년 항공 투어 기착점”으로 만들었으며 이 국제적 관광지로 비행 
투어의 선구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전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이 그랜드 캐년의 항공 투어를 찾게 
되면서 보다 크고 조용하고 전망이 좋은 항공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항공과의 제휴를 통해 시닉 항공은 윙을 높이고 전망 창을 
넓힌 19명 정원의 비스타라이너(VISTALINER)를 도입하여 “비행 관광”
이라는 탁 트인 경치를 고객분들께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스타라이너의 조용하고 쾌적한 냉방 설비 기내에서 18개국 
언어로 지원되는 개인 오디오 장비로 캐년과 그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관광을 즐긴 승객 수가 천만을 넘습니다.   

The VISTALINER®

최고급 관광 항공기 • 
선명한 대형 창을 통해 파노라마 같은 경관 감상 및 사진 촬영 가능.• 
항공기 한 대에 자격을 갖춘 조종사 2명 탑승. 모든 항공기가 트윈 터빈 • 
엔진과 기후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윙을 높인 설계로 비행 쾌적감 증대.상공에서 그랜드 캐년 경관을 바로 • 
관망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언어로 지원되는 투어 설명. 승객이 다양한 언어 중 선택하여 •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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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색인

헬리콥터 투어
라스베가스 기점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HLW-4 에메럴드 이스케이프
HLW-4S 다이아몬드 드림
HLW-1 사파이어 스카이
HLW-WED 그랜드 캐년 웨딩
HLS-1 베가스 트립 비행
HLS-2 베가스 스트립 비행(지상 이동 불포함)

보울더 시티 기점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HBW-4 캐년 이스케이프
HBW-4S 캐년 드림
HBW-1 캐년 스카이

보울더 시티 기점 파필론 헬리콥터
PBW-4 그랜드 셀레브레이션
PBW-4S 선셋 그랜드 셀레브레이션
PBW-1 골든 이글
PBW-5 콜로라도 강 항해

사우스 림 기점 파필론 헬리콥터
PGG-1 북부 캐년 투어
PGG-2 임페리얼
PGV-4 하바수파이

사우스 림 기점 그랜드 캐년 헬리콥터
HGG-1 마제스틱
HGG-2 그랜드 킹덤

항공기 투어
보울더 기점 시닉 항공
SBW-1 하이라이트 항공 투어
 (웨스트 림 항공기 투어)
SBW-1D 그랜드 캐년 항공 및 후버댐 버스
SBG-5 그랜드 캐년 카너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지상 투어)
SBG-4H 그랜드 캐년 오디세이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헬리콥터/지상 투어)
SBW-4K 인디언 어드벤처 & 스카이워크 
 (웨스트 림 항공기 투어/스카이워크 연계 지상 투어)
SBW-5 그랜드 보이저 
 (웨스트 림 항공기/헬리콥터/보트 투어)
SBM-4 모뉴먼트 밸리 카너서 
 (모뉴먼트 밸리 항공기/지상 투어)
SBG-8 그랜드 캐년 디럭스 오버나이트
SBM-8 모뉴먼트 밸리 디럭스 오버나이트 

보울더 기점 그랜드 캐년 항공기
GBW-1  비저너리 
 (웨스트 림 항공기 투어
GBW-1D 그랜드 캐년 항공 및 후버댐 버스
GBG-4 그랜드 캐년 딜럭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지상 투어)
GBG-4H 헬리콥터 연계 캐년 디럭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항공기/헬리콥터/지상 투어)
GBW-4 인디언 어드벤처 
 (웨스트 림 항공기/지상)
GBW-5 그랜드 보이저 탐험 
 (웨스트 림 항공기/헬리콥터/보트 투어)
GBM-4 모뉴먼트 밸리 1일 투어
 (모뉴먼트 밸리 항공기/지상 투어)
GBM-8 모뉴먼트 밸리 디럭스 오버나이트
GBG-8 그랜드 캐년 디럭스 오버나이트
 
사우스 림 기점 그랜드 캐년 항공기
GGG-1 그랜드 디스커버리 투어
GGM-4 모뉴먼트 밸리 다이아몬드
GGP-5R 캐년 리버 어드벤처

버스 투어
라스베가스 기점 그랜드 캐년 코치
CLD-3 후버댐 투어
CLW-4 웨스트 림 인디언 버스
CLG-4 사우스 림 버스
CLG-4JP 사우스 림 버스 w/일본어 가이드
CLG-H 캐년 수퍼 딜럭스 그라운드
 (사우스 림 버스/Heli)
CLW-H 림과 강을 잇는 탐험
 (웨스트 림 버스/헬기)

사우스 림 기점 그랜드 캐년 코치
CGP-4R 스무드 워터 래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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