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los Verdes Views 

 
눈여겨 볼 점: 

멋진 해변과 섬이 
보이는 장관, 기분 
좋은 소나무 언덕 

위치: Rancho Palos 
Verdes, CA 

경치:  
거리: 1.6 마일/왕복 
산행 높이: 350 피트 
산행 시간: 1 시간 
난이도: 쉬움 
트레일 상태: 잘 관리돼 있음 
하이킹 유형: Out and Back 

문의:  LA Parks 
(213)738-2961 

 
Verdugo Mountain 

 
눈여겨 볼 점: 

화창한 날이면 LA와 
샌개브리엘 산맥의 
멋진 풍경이이 잘 
보임 

위치: Glendale, CA 
경치:  
거리: 5.5 마일/왕복 
산행 높이: 1500 피트 
산행 시간: 3 시간 
난이도: 보통 
트레일 상태: 소방도로/포장길 
하이킹 유형: Loop 

문의:  
Glendale Parks and 
Recreation 
(818) 548-2000 

 

Venice Canals 

눈여겨 볼 점: 

베니스 산책로 
인근에 위치한 전원 
주택 환경과 수로 

위치: Venice, CA 
경치: 
거리: 2 마일/왕복 
산행 높이: 0 피트 
산행 시간: 1 시간 
난이도: 쉬움 
트레일 상태: 소방 도로/포장길 
하이킹 유형: Loop 
문의:  None 
 
 
Zuma Canyon to Newton Falls 

눈여겨 볼 점: 

바위 폭포, 입구에 
수영장, 기름진 
지질 층, 계절별 
폭포수 

위치: Malibu, CA 
경치: 
거리: 4.11 마일 
산행 높이: 1430 피트 
산행 시간: 6.5 시간 
난이도: 힘듬 
트레일 상태: Bush wacking 
하이킹 유형: Point to Point 

문의:  
Santa Monica 
Recreation Area  
(805) 370- 2301 
 

LA 인근 지역 
하이킹 트레일 안내 

 

 
<Palos Verdes Views에서  
내려다 본 태평양> 

 
 
 

<자료: www.localhikes.com> 



Anacapa Island 

 
눈여겨 볼 점: 

숨이 멎을 듯한 
바다 풍경, 바다 
동굴, 아치, 물개, 
돌고래, 등대 

위치: Oxnard, CA 
경치:  
거리: 2 마일/왕복 
산행 높이: 100 피트 
산행 시간: 1 시간 
난이도: 쉬움 
트레일 상태: 잘 관리돼 있음 
하이킹 유형: Loop 

문의:  
Channel Islands 
National Park  
(805) 658-5730 
 

Big Santa Anita Canyon 
 

눈여겨 볼 점: 
50피트 폭포수, 
폭포, 우거진 자연 

위치: Sierra Madre, CA 
경치:  
거리: 7 마일/왕복 
산행 높이: 1800 피트 
산행 시간: 4 시간 
난이도: 보통 

트레일 상태: OK, 그러나 몇몇 
어려운 지역 있음 

하이킹 유형: Out and Back 

문의:  
Angeles National 
Forest 
(818) 899-1900 

Dana Point Marine Reserve 

눈여겨 볼 점: 

파도 웅덩이, 얕은 
바다 동굴, 사적지 
배, 배멀미 기념탑, 
박물관 

위치: Dana Point, CA 
경치: 
거리: 1.5 마일/왕복 
산행 높이: 0 피트 
산행 시간: 1 시간 
난이도: 쉬움 

트레일 상태: OK, 그러나 몇몇 
어려운 지역 있음 

하이킹 유형: Out and Back 

문의:  Ocean Institute 
 (949) 496-2274 

 
El Dorado Nature Center 

 
눈여겨 볼 점: 

호수, 삼림, 거북이, 
쉬운 산책길, 
자녀에게 적합 

위치: Long Beach, CA 
경치: 
거리: 2 마일/왕복 
산행 높이: 0 피트 
산행 시간: 1 시간 
난이도: 쉬움 
트레일 상태: 잘 관리돼 있음 
하이킹 유형: Loop 

문의:  
El Dorado Nature 
Center 
(562) 570-1745 

 

Hondo Canyon 

눈여겨 볼 점: 

폭포수, 두터운 
나무가 우거진 협곡, 
V자 모양 계곡, 
환상적 풍경 

위치: Topanga, CA 
경치: 
거리: 2.12 마일 
산행 높이: 1489 피트 
산행 시간: 2 시간 
난이도: 보통 
트레일 상태: 잘 관리돼 있음 
하이킹 유형: Point to Point 

문의:  California State Parks 
(818) 880-0350 

 
Mt. Hollywood 

눈여겨 볼 점: 

LA와 샌개브리얼, 
Mt.리의 멋진 풍경, 
재미있는 산책길 

위치: Los Angeles, CA 
경치: 
거리: 3 마일/왕복 
산행 높이: 650 피트 
산행 시간: 2 시간 
난이도: 쉬움 
트레일 상태: 잘 관리돼 있음 
하이킹 유형: Loop 

문의:  

LA Dept. of Parks 
and Recreation 
(213) 485-5501 or 
(323) 913 4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