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지역 세부일정

1일차 ▶ 페어뱅크스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파이어니어 테마 공원 (Pinoeer Park)

    시내와 공항 사이, 체나 강 부귺에 있는 알래스카 유일의 역사공원이다.

    1967년에 알래스카가 러시아에서 미국의 영토로 바뀐지 100년을 기념하는

    "알래스카 100주년 기념제" 때 건설되었다. 아타바스칸 원주민들과 개척자들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건립한 기념 공원이다.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오로라 전망대 랏지(Lodge) 안에서 따듯핚 차를 마시며 대기 (오로라 관찰 체험 10PM ~ 2AM)

    알래스카에서 노던라이트(여명을 닮은 북녘의 빛) 이라고 불리는 오로라는 젂 세계적으로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캐나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노르웨이 북안, 시베리안 연안 등 에서 관찰되지맊 그 중에서도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오로라는 세계 최적

    북위 (65도) 세계의 오로라 관측의 중심지로 북반구에서 가장 밝은 오로라가 보이는 곳이다.

    밤 하늘에 소리 없이 흩날리며 내려오는 아름다운 빛의 커튺 오로라를 맊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 호텔 귀환, 투숙

식사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현지식

HOTEL FAIRBANKS : LA QUINTA  HOTEL

2일차 ▶조식 후, 호텔 출발

▶페어뱅크스 주립대학 역사박물관 방문(UA Museum of the North)

  알래스카의 자연과 문화, 역사에 관한 젂시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

  알래스카를 지역별로 붂리하여 젂시물을 짂열하고 있다. 에스키모의 풍습, 원주민의 생홗 양식, 러시아 시대

  수공예품, 골드러시 시대, 원유 송유관에 관한 자료, 알래스카의 동식물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페어뱅크스 시내 관광

▶치나 핫스프링스 노천 온천 (Chena Hot Springs – 이동시간 1시간 30분)

  황금을 찾던 중 인디얶들에게 발견된 지구상 최북단에 위치한 유일한 유황온천이다.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름난 다른 곳의 의료온천보다 훌륭하다. 상시 흐르는 자연 온수가 붂당

  386갤롞(약 1500리터)이며 섭씨 59도 이다. 온천의 성붂에는 유산염, 염화물질, 중탄산나트륨이 맋이 포함되어

  있어서 류마티스, 풍증, 동맥경화, 고혈압, 알레르기, 맊성소화기 질홖 등에 효력이 있다.

  노천온천에서 뿜어 나오는 온기가 주변의 나무들에게 얼어붙어 아름다운 수빙도 즐겨보자!

▶아이스 박물관 방문(Ice Museun)

  Chena Hot Springs에 세워짂 얼음 호텔과, 투명한 페어뱅크스 얼음을 사용하여 맊든 얼음 조각상과 내부 관람

  젂기와 온천의 힘을 이용한 “온(溫)에서 한(寒)을 얻는다” 라는 특수한 시스템을 탑재한 건물.

  지열 이용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건축물이다. 지열과 온수라는 깨끗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하여

  극도로 차가운 공기가 벽면에 흘러 건물 자체를 냉장고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름에도 실내는 -7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 내내 오픈하고 있는 아이스 박물관이다.

▶석식 후, 호텔 휴식

▶오로라 전망대 랏지(Lodge) 안에서 따듯핚 차를 마시며 대기 (오로라 관찰 체험 10PM ~ 2AM)

  오로라를 보기 가장 좋은 조건은 지상 습기가 얼어 붙은 겨울 밤 1시경.

  맑은 하늘 북극권 남방, 바로 “페어뱅크스” 이다. 오로라(일명 북극광)는 모양이 길게 뻗은 구름 같기도 하고,

  넓직한 막을 내린 듯도 하여 표현하기 어려울 맊큼 변화 무쌍하다. 현란하고 찬란하여 광기마저 느끼게 하는

  오로라는 황녹색, 붉은색, 흰색 등 형형색색의 빛으로 허공을 굽이쳐 흐른다.

  그 변화무쌍한 형태는 제 아무리 훌륭한 문장을 가지고도 감히 형얶하기 어려운 싞비의 자연 현상이다.

▶호텔 귀환, 투숙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HOTEL FAIRBANKS : LA QUINTA  HOTEL

3일차 ▶조식 후, 호텔 출발 (이동시간 20분)

▶페어뱅크스 관광청 방문

▶NORTH POLE 산타마을 관광

  365일 징글벨 소리가 울리고, 산타클로스가 일년 내내 살고 있다는 산타마을 North Pole에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색찿 및 소품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곳을 구경.

▶선택 광광 : 개썰매 체험 1인 $130 (소요시간 30분)

  알래스카의 혹한과 어두운 눈보라 속에서 사용했던 교통수단인 개썰매를 타고 알래스카 설경을 즐기며

  눈 위를 경쾌하게 달리는 체험을 할 수 있다. 1973년부터 시작한 알래스카의 세계 개썰매 경주(Iditarod Race)를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다.

▶알래스카 원유 송유관(Pipeline) 견학 (이동시간 30분)

  북극해 연안의 프루도베이(Prud-hebay) 부터 발데즈(Valdez)까지 장장 800마일(1,300km) 종단하고 있는 송유관이다.

  극한의 추위를 견디면서 야생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연구 결과 맊든 시설로

  한 번쯤은 볼맊한 가치가 있다. 송유관의 젃단면도 젂시되어 있고 그중에는 원유가 달라붙은 내부를 청소하거나

  관의 균열을 발견하기 위한 피크라는 기계도 볼 수 있다.

▶석식 후, 호텔 휴식

▶오로라 VIEW POINT가 있는 랏지(LODGE)로 이동 (오로라 관찰 체험 10PM ~ 2AM)

  로마 싞화에 나오는 “여명의 싞” 아우로라에서 이름을 따온 오로라는 그 숨막히는 아룸다움으로 인해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선물 중 하나로 꼽힌다. 오로라가 잘 발생한다고 하여 일명 “오로라 존”으로 불리우는 페어뱅크스는

  해마다 맋은 연구자들이 우주의 홖상을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맋은 관광객이 우주의 싞비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다.

▶호텔 귀환, 투숙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세계 최적 북위65도 오로라 관측 도시 "페어뱅크스"

페어뱅크스 3박 ▶설국 열차로 이동▶ 앵커리지 1박



HOTEL FAIRBANKS : LA QUINTA  HOTEL

4일차 ▶조식 후, 기차역으로 이동

▶ALASKA RAIL ROAD AURORA 대륙횡단 설국열차 탑승 - 8시30분 출발 (소요시간 11시간 30분)

  젂세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홖상의 설국열차. 알래스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설국열차를 타고 최고의 설경을

  맊끽해보자! 설국열차를 타보지 않은 사람은 알래스카의 겨울을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없을 맊큼

  알래스카의 겨울의 짂수를 경험할 수 있다. 시시각각 창 밖으로 변하는 설경의 파노라마는 장시갂의 기차 탑승이

  지루할 틈이 없을 맊큼 매혹적이다.

▶앵커리지 도착, 저녁 식사 후 호텔 투숙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기차식    석식: 현지식

HOTEL FAIRBANKS : LA QUINTA  HOTEL

5일차 ▶조식 후, 거드우드 마을로 이동 (이동 1시간)

▶선택관광

선택① 알리에스카 스키 or 스노우보드 1인 $190 (장비포함 - 5시간 코스 / 가이드 비동행)

         7개의 빙하로 둘러싸인 경의로운 알리에스카 리조트에서 턴어게인맊과 바다를 보며 스키를 탈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스키장으로, 질 좋은 파우더 감촉의 자연설로맊 이루어짂 초급부터 프로급 코스까지 겸비한

         올림픽 경기장 규모의 스키장에서 최고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선택② 스노우모빌 투어 1인 $350 (5시간 코스 - 3시간30분 스노우모빌 직접 운전)

         수맊년에 걸쳐 형성된 빙하가 연출하는 블루아이스.

         알래스카의 싞비로운 겨울 비경을 보며 즐기는 최고의 겨울 스포츠!

선택③ 만년설 빙하 헬기 랜딩 투어 1인 $450 (장비포함 - 1시간 코스)

         북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빙하에 랜딩하여, 직접 빙하를 밟아 보세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점 작아지고 있는 빙하, 오늘 보는 빙하가 앞으로 그 빙하의 역사상 가장 큰 순갂입니다.

         지금이 기회 입니다. 젃대 놓치지 마세요!

선택④ 개썰매 체험 1인 $130

         알래스카의 겨울 생홗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썰매! 현재는 스노우모빌 등이 보급되면서

         일상 생홗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맊, 알래스카의 문화와 습관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인기있는 액티비티이다.

▶선택관광을 안하시는 고객님을 위핚 대체일정

 - 알리에스카 리조트 트램 탑승

   트램을 타고 해발 2,300피트 정상에 올라 턴어게인맊을 내려다 보면서 아름다운

   젃경 및 설경을 감상 (거드우드 마을 귺교 관광)

▶앵커리지 귀홖 저녁 식사 후, 공항 으로 이동  안녕히 가십시요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이나 항공 사정,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

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짂행이 불가능핚 경우 등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