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겨울, 1~4일, 출발 및 도착지: 화이트호스, 유콘)

유콘에서의 모험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가장 인기 있는 유콘 여정을 소개합니다. 패키지 여행과 차량을 이용한 자유여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 S. Wackerhagen- YG- YG, F. Mueller

뎀스터 하이웨이와 북극권 DEMPSTER HIGHWAY & ARCTIC CIRCLE 유콘 추천일정 SAMPLE YUKON ITINERARIES 

오로라 관측 

(여름/겨울, 항공/차량, 8일 – 15일, 출발: 화이트호스, 도착: 이누빅, 노스웨스트 준주 

- YG, M. Berkman

- YG, F. Mueller- YG - YG

CONTACTS: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북극권을 횡단하는 전천후 도로인 뎀스터 하이웨이로 가보세요. 이는 도슨시티와 툼스톤 

주립공원 방문여정에 추가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정입니다. 뎀스터 하이웨이는 외딴 곳에 있으며 기후변동이 

심해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야생동물과 엄청난 풍경은 독보적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드라이빙 

코스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유콘의 몇몇 여행사는 투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어 패키지에서는 가이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니 편리합니다. 뎀스터 하이웨이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갈 만한 가치는 

분명 있습니다. 북극권에서 평생 한 번밖에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찍어보세요.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누빅으로 가는 길에 페리를 타고 노스웨스트 준주와 

필강, 맥켄지강을 볼 수 있습니다. (페리는 계절별로 운영되며 여름과 강이 완전히 

얼어붙는 겨울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차를 운전하여 여행한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화이트호스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슨시티까지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론다이크와 툼스톤 

주립공원을 방문한 뒤에는 2차선 비포장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도로에서의 서비스는 

제한적입니다. 성능이 좋은 자동차, 여분의 타이어, 가득 찬 연료탱크가 필요하며, 

느리지만 꾸준한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길 옆에서 야영을 하거나 미리 

예약한 이글 플레인즈에서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뎀스터 하이웨이는 노스웨스트 준주의 이누빅에서 끝납니다. 이 독특한 마을에서 쉬고, 먹고, 

탐험을 즐겨보세요. 패키지에는 유콘의 항공사인 에어노스를 타고 화이트호스로 돌아오는 항공료가 포함됩니다. 

화이트호스로 돌아오는 차량 여행자는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콘의 오로라는 8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녹색 물결이 하늘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것을 보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화이트호스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거나 

더 오지로 나가 아늑한 통나무집에서 머무르면서 오로라 관측 패키지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곳의 예술, 엔터테인먼트, 문화 이벤트들을 즐기거나 유콘의 오지에 

있는 통나무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화와 고즈넉함은 유콘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유콘의 아름다운 단풍이 밤의 오로라와 멋진 대조를 이룹니다. 

겨울에는 낮에 개썰매타기, 스노우슈잉, 스키, 얼음낚시 등으로 진정한 

캐나다 체험을 한 뒤 밤에는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Jessica Ru�en
Market Manager, Asia/Pacific
Jessica.Ruffen@gov.yk.ca
1.867.667.3606

미국 알라스카

북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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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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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인스 정션



- YG- YG, F. Mueller- YG

- YG

유콘 모험! YUKON ADVENTURE!

(여름/가을, 3–4일, 출발 및 도착지: 화이트호스, 유콘)

- YG, F. Mueller- YG- YG, D. Crowe

- P. Mantle - YG - YG

유콘에서의 여름 모험을 즐겨보세요! 화이트호스에서 출발해 유명한 유콘강에서 카누를 타고, 

태곳적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오지에서 하이킹을 즐기고, 험준한 산악로나 잘 닦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현지 야생동물을 구경해보세요. 박물관과 원주민 문화센터를 방문하고,현지 

페스티벌과 이벤트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카크로스, 헤인즈 정션, 클루아니 국립공원 등 

근처의 마을들을 일정에 추가해 보세요. 백야동안의 긴 낮 시간과 유콘의 온갖 즐길거리에 

열광할 것입니다. 

화이트호스–도슨시티–툼스톤 주립공원

(여름/가을, 5-7일, 출발 및 도착지: 화이트호스, 유콘)

이 여정은 1898년의 전설적인 클론다이크 골드 러시의 땅을 탐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도슨시티는 진정한 골드러시 타운으로, 주민은 1,300명이지만 국립역사유적지와 관광명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도슨시티의 역사에 빠져들고, 독특한 현지 특산물을 쇼핑하고, 

여름에는 다이아몬드 투스 거티스(Diamond Tooth Gertie’s)의 캉캉춤 공연을 보고,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카지노에서 운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금이 발견된 곳을 돌아보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금을 캐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모험가는 ‘사우어 토 칵테일’을 

마시고 흠뻑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호텔과 B&B, 캠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슨시티는 화이트호스의 북쪽에 위치하며 차량으로 약 6시간 거리, 

유콘의 항공사인 에어노스를 이용하면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도슨시티에서 약간 더 북쪽에 위치한 툼스톤 주립공원에서 유콘의 가장 

장엄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원 자료관을 방문하고, 험준한 산봉우리와 

색색으로 물든 언덕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이킹을 하며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공원에서 밤을 보내고 싶다면 RV나

텐트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2시간 거리의 도슨시티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골든 서클 루트 GOLDEN CIRCLE ROUTE

(여름/가을, 4-5일, 출발 및 도착지: 화이트호스, 유콘)

이 멋진 루트에서는 장엄한 산세, 아름다운 호수, 그림 같은 유콘의 마을들, 알래스카 

남동부의 해안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호스와 알래스카 스캐그웨이를 잇는 

유서 깊은 화이트 패스 & 유콘 루트 기차를 탄 뒤 스캐그웨이에서 헤인즈까지 오션 페리를 

탈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클루아니 국립공원에서는 산과 빙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기서 두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다시 화이트호스로 돌아오면 골든 서클 루트가 완성됩니다.

WHITEHORSE-DAWSON CITY-TOMBSTONE 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