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ERICATHEBEAUTIFUL
미국의 국유지에서 월드 클래스 휴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ϐ 야외 탐험 즐기기

 ϐ 역사 속으로 빠져들기

 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야생동물 

관찰하기

급류 래프팅, 남북 전쟁의 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 또는 레드 락 컨트리에서 4륜구동 드라이브를 

즐기기 등,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미국 연방 휴양지 

및 국립 공원을 찾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하나의 패스, 수천가지의 기회

America the Beautiful—National Parks and Federal 

Recreational Lands Annual Pass 패스는 미국의 

국유지에서 제공하는 무한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간편하고 비용 절감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ϐ 2,000개 이상의 국립 공원과 산림, 야생동물 

보호구역, 유적지 및 전쟁터와 더불어 다양한 

연방 토지로의 접근 기회를 제공합니다. 

 ϐ 입장료 또는 편의 시설 이용 요금이 면제되며 

구매하신 월로부터 일년간 유효합니다.  

 ϐ 패스 소유인 및 소유인과 개인 차량으로 함께 

동행하는 모든 개인의 입장을 허용합니다. 만일 

요금이 개인별로 청구될 경우, 이 패스로 성인 4

명이 무료 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항상 무료입니다).  

 ϐ 비용은 $80이며 여행 전 www.recreation.gov/

pass를 방문하시어 사전 구매하시거나 또는 

연방 휴양지에 도착하시어 입장료를 지불하는 

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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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THEBEAUTIFUL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패스에 캠핑 또는 기타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패스는 입장료 또는 생활 

편의 시설 이용 요금만 포함합니다. 캠핑, 

보트 진수, 투어 및 기타 사용 요금들은 

이용 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방 

휴양지의 몇몇 시설들은 사설 영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패스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패스 사용 여부와 요금에 관한 

문의는 지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질문. 연방 휴양지 내 모든 시설이 패스 

사용을 허용합니까?

답변. 몇몇 연방 휴양 에이전시는 연간 

패스를 허용하지 않으며(예. 미 육군 

공병병과에 의하여 관리되는 곳), 다수의 

연방 휴양지가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문. 학생, 노인 또는 장애인 대상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까?

답변. 학생 할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고려되려면 반드시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패스는 모든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몇명의 사람이 연간 패스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답변. 두명이 패스에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인들은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패스를 사용하시려면 둘 중 한명의 서명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합니다.

질문. 차량에 4명 이상이 탑승했습니다. 몇 

개의 패스가 필요합니까?

답변. “차량 별”로 요금을 받는 곳에서는 

하나의 패스로 차량에 탑승한 모든 이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차량 두 대로 여행하는 가족입니다. 

하나의 패스로 두 차량 모두 사용가능 

합니까?

답변. 아니오. 하나의 패스로 차량 한 대만 

가능합니다; 두 차량은 두 개의 패스가 

요구됩니다.

질문. 패스를 구매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연간 패스는 만일 서명인 두 명이 

동시에 두 대의 개별 오토바이로 도착할 경우, 

오토바이에 탑승한 개인의 수에 상관없이 두 

대의 오토바이 모두 입장시킵니다.

질문.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연방 

휴양지에서 패스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답변. 패스는 후방 거울에 무료 표식을 걸어 

표시하거나 또는 서명한 면이 보이도록 

계기판 위에 놓으시면 됩니다. 만일 지붕이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실 경우(지프, 

오토바이, 등), 직원이 없는 휴양지에서 결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 스티커를 습득하시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분실 또는 도난 당한 패스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개인 정보 및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분실 또는 도난 당한 패스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패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질문. 만일 패스를 가져오지 않아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요금 환불이 가능합니까?

답변.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확인 서신, 

신용 카드 영수증, 그리고 표식은 패스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입장 또는 사용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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