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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주 앵커리지
1일 차

하늘길 혹은 바닷길을 타고 앵커리지에 도착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서 수많은 박물관, 레스토랑, 아기자기한 부티크 및 가게들
을 방문할 기회를 잡아보세요. 알래스카 항공 박물관(Alaska Aviation Museum)을 
꼭 찾아가 보고 호텔 캡틴 쿡(The Hotel Captain Cook)의 최상층에 자리한 크로우즈 
네스트(Crow’s Nest)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며 눈부신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마
세요. 둘째 날에는 알래스카의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빙하를 탐험해보세요. 2시간 30
분짜리 투어부터 8시간까지 다양한 투어가 마련되어 있으니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포
티지 빙하(Portage Glacier), 알리에스카산(Mount Alyeska) 또는 알래스카 야생동
물 보호 센터(Alaska Wildlife Conservation Center) 등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계획
해보세요. 포티지호(Portage Lake)에서 크루즈를 즐기며 빙하를 바라보고 가이드와 
함께 포티지 계곡 (Portage Valley)을 방문해 동식물종에 대해 배워보세요. 트램을 타
고 알리에스카산 정상에 올라 쿡만(Cook Inlet) 너머 흐르는 턴어게인 암(Turnagain 
Arm)의 경치를 감상해보세요. 야생동물 센터를 방문해 늑대, 엘크 및 회색곰도 만나보
는 것도 특별한 경험입니다.  

숙박: 앵커리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출발, 코디액섬 도착
1일 차

오전에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유산 센터(Alaska Native Heritage Center)를 방문하
며 하루를 시작해 11개 주요 문화권의 거주지와 문화유산 시연도 구경해보세요. 모험
을 즐기는 여행자라면 2.4km 길이의 트레일을 따라가 1,070m의 플랫톱산(Flattop 
Mountain) 정상을 밟아보세요. 오후가 되면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45분을 날
아가 코디액섬(Kodiak Island)에서 하룻밤을 묵어보세요. 

숙박: 코디액섬데날리 국립공원



알래스카주 코디액섬 출발, 
앵커리지 도착
2일 차

코디액섬에서는 가이드가 이끄는 관광 투어를 떠나보거나 보
트 투어에 참여해 섬에 서식하는 3,000마리 곰을 구 경해보세
요. 렌터카를 빌려 직접 섬을 탐방해도 좋습니다. 하와이에 뒤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 섬은 미국 에서 진정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른 저녁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다시 앵커리 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숙박: 앵커리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출발, 
데날리 도착
3일 차

앵커리지에서 출발해 빼어난 절경을 누비는 데날리 스타 트
레인(Denali Star Train)에 올라 데날리 국립공원(Denali 
National Park)으로 떠나보세요. 더 멋진 풍경을 즐기려면 
통유리로 설계된 돔 객실로 업그레이드해보시면 좋습니다. 
기차는 탤키트나(Talkeetna)를 지나 북쪽으로 내달려 데날
리산(Mount Denali) 과 알래스카 대자연의 장관을 선사합
니다. 기차 외에도 파크 커넥션 모터코치(Park Connection 
Motorcoach) 가 매일 운영되어 목적지까지 가는 더 빠른 길을 
제공합니다. 많은 여행자가 한 번은 기차를, 또 한 번은 이 버스
를 타고 서로 다른 풍경을 즐기곤 합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항
공편으로, 이 또한 앵커리지와 데날리 사이를 오갑니다. 

숙박: 데날리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



4일 차

온종일 데날리를 탐험해보세요. 20,000km²가 
넘는 면적의 이 외딴 야생 지대에는 고산 숲, 툰
드라와 빙하는 물론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이 있
답니다. 148km의 데날리 파크 로드(Denali 
Park Road)를 따라 가는 버스 투어를 해보세
요. 4시간 30분짜리부터 13시간까지 코스가 다
양한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간직한 
금광 마을을 지나는 칸티쉬나 투어(Kantishna 
Tour)는 물론 자연과 야생동물 투어 중에서 고
를 수 있답니다. 데날리의 야외 모험은 무궁무진 

 
 
합니다. 방문자 센터나 세비지강(Savage River)
에서 하이킹을 시작해보세요. 공원 요원이 이끄
는 도보 투어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네나나강
(Nenana River)에서 급류 래프팅을 즐기거나 
산악자전거를 타도 좋고 데날리 썰매개 사육장
을 찾아 시연을 보셔도 좋습니다. 

숙박: 데날리

알래스카주 데날리 출발, 
앵커리지 도착
5일 차

버스, 기차 또는 비행기를 타고 앵커리지로 돌아와 도심에서 
쇼핑, 예술, 수공예, 박물관 및 먹거리를 즐기며 오후와 저녁 
시간을 만끽해보세요. 

숙박: 앵커리지

Denali National Park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