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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헤드로 가는 법
소재지: 호놀룰루시 18번거리 다이아몬드 헤드 로드.
자동차: 와이키키에서 다이아몬드 헤드 방면으로 칼라카우아
거리변을 동쪽으로 갑니다.
몬사랏거리의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다이아몬드 헤드 로드로.
카피오라니 커뮤니티 컬리지를 지나 오른편의 카하라
터널을 지나갑니다.
버 스: 와이키키에서 다이아몬드 헤드행 2번 또는 23번 버스에 승차.
상세한 것은 TheBus.org를 참조하십시오.

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모뉴먼트
하와이를 상징하는 대인기 자연사적!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전 6~8시, 또는 오후 1~4시 시간대에 오십시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awaiistateparks.org 또는 pacificistoricparks.org로.
vimeo.com/119292622에서 레아히 등산 소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메일로 최신정보를 입수

다이아몬드 헤드의
메일 회원 모집중
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모뉴먼트(주립기념공원)의 메일 회원에 등록하여 다이아몬드
헤드의 최신 정보를 받읍시다! 웹사이트 tiny.cc/phpupdates에서 등록하거나 메일 php@
pacifichistoriparks.org로 신청하십시오.
저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제 3자에게 매각, 대여, 개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태평양역사공원은 IRS(미국의 내국세입청)의 501조 (c)항 (3)호 단체에 인정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음성안내 투어 발매기념

다이아몬드 헤드 특제 마그넷 증정
개시예정일: 2016년 6월 15일
비지터센터에서 새로이 발매한 다이아몬드 헤드 음성안내 투어 기기를
대여하신 분께 본권과 인환하여 다이아몬드 헤드 특제 마그넷을 무료
증정. 또한 2016년에 발매한 음성안내 투어 요금을 헤드폰 1대 $3.00의
특별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통상가격 $6.00)
이 일본어 음성가이드기를 사용하는 60분간의 투어에서는 파크렌저가 역사상의 명소나
지리적인 명소 외에도 정상까지 가는 길에 눈에 띄는 크레이터의 동식물까지도 개인적으로
해설해 주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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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터센터의 매상은 당 공원의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쿠폰권은 구매 시에 한해 유효. 마그넷 증정은 1가족 1일 1개까지.
다른 쿠폰권과 특전과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201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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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터센터의 스토어는 등산길 입구 옆. 하와이주 다이아몬드 헤드의 로고가 들어 있는
공인용품을 판매하는 오피셜 샵으로 취급상품은 모두 면세품입니다.

Enjoy
360도의
대파노라마를
즐기자

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모뉴먼트는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사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오아후도의 손꼽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헤드는 여행객들이 정상에 올라가 코코 헤드에서 와이아나에까지의
오아후 남동해안선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수 십년간 인기가 있습니다.
하와이의 주 공원부가 관리하는 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모뉴먼트는 인기가
높은 역사적 등산로로서 어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추억에 남을 하와이의 어드벤처 명소입니다.

초기의 역사

출발하기 전에
●

●
●
●

●

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모뉴먼트는 연중무휴. 개원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산 마지막 개시시간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입장료는 도보 1명 $1.00, 자동차인 경우는 1대 $5.00
크레이터 내부의 기온은 비교적 높습니다. 모자, 썬크림, 음료수를 준비하십시오.
등산로는 급경사와 걷기 힘든 지형이 계속됩니다.
등산에 적합한 신발을 준비하십시오. 등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상하던지 오후의
늦은 시간대에 오시기 바랍니다.

산 정상이 참치(‘ahi)의 이마(lae)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불의 여신의 여동생
인 히이아카가 레아히(Le’ahi)라고 이름붙인 것이 하와이어 명칭의 유래하고 합
니다. 또한, 레아히는 ‘불의 곶’이라는 의미로 카누가 연안을 항해할 때 목표물
이 될 수 있도록 산정에 ‘피워진 불’을 가리킨다는 전설도 남아 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레아히를 방문한 서양 각국의 탐험자들이 크레이터 사면의
바위에서 발견한 방해석의 결정을 다이아몬드라고 굳게 믿음으로써 영어명칭
을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지터센터의 무료 기프트 쿠폰권

마그넷 또는
토트백을 무료 증정

등산길 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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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모뉴먼트는 크레이터 내외벽을 포함하여 		
475 에이커 이상의 넓이를 자랑합니다.
난이도 중(中) 정도의 트레킹 코스는 왕복으로 1.6마일.
레아히 정상까지의 역사적인 등산길은 오아후도 연안 방위설비의 			
일부로서 1908년에 건조되었습니다.
등산길에 있는 콘크리트 계단과 철계단의 수는 모두 327단
다이아몬드 헤드 스테이트 모뉴먼트의 가장 높은 곳은 표고 761피트.
재단장한 다이아몬드 헤드 비지터센터의 스토어에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다이아몬드 헤드의 로고가 들어간 공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하와이에서 유일한 공인용품 판매점입니다.

N

●

본권과 인환하여 비지터 센터의 점포에서 $10
이상 구매하신 분께 하와이 주립 다이아몬드
헤드의 마그넷을 그리고 $25 이상 구매하신
분께는 다이아몬드 헤드 특제 토트백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비지터센터의 점포는 등산로 입구 옆.
다이아몬드 헤드의 로고가 들어간 공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오피셜 샵으로 상품은 모두
면세품입니다.
비지터센터의 점포 매상은 당 공원의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쿠폰권은 구매 시에 한해 유효. 선물 증정은
1명 1일 1개까지. 다른 쿠폰권이나 특전과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201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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