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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은 빛으로 살아 있었다.

 - "오로라의 발라드"

로버트 W.서비스(ROBERT W.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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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같은 밤
로버트 서비스(Robert Service)는 

"자연 그대로의 하늘은 활활 불탄다. 

빠르게 움직이며 불타오르는 광채는 야만적

이면서도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오로라는 한 가지 색으로 시작되어 춤추듯 

밤하늘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며, 당신은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

호텔, 롯지 또는 통나무집, 어디서 머물던

당신은 며칠간 눈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로라를 기다릴 것입니다. 

친화력이 좋은 유콘 허스키들과 눈 속을 누비는 

짜릿함을 느껴보세요. 

유콘아트센터 (Yukon Arts Center)에서 

전시를 보고 콘서트를 관람하세요. 

오로라를 보기 위해 밤늦도록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미리 쉬어 두어야 합니다. 

겨울여행 



 

 

온천

추울 때 가장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무엇

일까요? 바로 온천입니다.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잘 알려진 천연 온천에서 눈에 둘러싸인 채 

머리 위의 오로라를 보면서 느긋이 쉬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음악과 춤

몸을 움직이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기 위해 

춤추는 것보다 더 즐거운 방법이 있을까요? 

유콘의 유명한 하우스 파티, 시내의 라이브 음악공

연장, 떠들썩한 뮤직 페스티벌, 어디서든 유콘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외에서든, 

댄스플로어에서든, 춤추는 것은 즐거우니까요! 

야생동물 탐험

화이트호스에서 단 25분 거리에 있는 유콘 야생

동물 보호구역(Yukon Wildlife Preserve)을 방문해

보세요. 유콘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

유콘 아트센터를 비롯한 여러 라이브 공연장에서 

음악, 연극, 코미디 등 많은 공연이 열립니다.

유콘에는 밤을 즐겁게 해줄 공연이 많습니다. 

누구나 밤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니까요! 

겨울에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 즐길거리 

겨울여행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travelyukon.com/winterpackages 를 참고하세요.



  

 

 

개썰매타기
가장 순수한 형태의 겨울 체험인 

개썰매타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여섯 마리의 털이 북실북실한 열정적인 

허스키들과 한 팀이 되어 4천 년이 넘게 

이어져 온 인간과 개의 우정을 느끼며 

짜릿한 개썰매 체험을 즐겨보세요. 

허스키들도 당신만큼 즐거워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

스키나 스노우슈의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오지의 산길로!

윈터 스포츠를 만끽하며 극지방의 멋진 풍광을 감상할 

시간입니다. 조용한 명상의 시간도 좋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떠들썩한 시간도 좋습니다. 

움직이고 싶은 만큼 움직였다면 스노우모빌에 

올라 눈길을 헤치고 얼어붙은 호수로 가서 최고의 

얼음낚시를 즐겨보세요.  

 

야외활동 



  

 

 

크로스컨트리 스키

화이트호스 주변에는 85km 이상의 길이 마련되

어 있으며, 끝없는 설경이 펼쳐집니다. 당신을 

위한 완벽한 코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초심자이건 전문가이건, 혼자이건 사람들과 함께

이건, 당신은 유콘에서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체

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스노우슈잉

숲과 산을 탐험하고 다져진 길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다면 스노우슈잉을 추천합니다. 

야생동물의 흔적을 발견하고,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자유롭게 설원을 탐험해 보세요. 

얼음낚시

월척을 꺼내기에 충분히 큰 구멍만 있다면 당신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직접 명당자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

와 함께라면 더욱 즐거운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노우모빌

유콘은 스노우모빌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주는 곳입니다. 다음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든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멋진 겨울세상이 

펼쳐집니다. 스노우모빌의 짜릿함을 원하신다고요? 

유콘이 책임집니다. 

유콘관광청은 여행사 규정을 마련하여 유콘의 야생에서 제공되는 여행상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travelyukon.com/Plan/Operators

> 즐길거리 



  

 

 

겨울을 축제로
맘모스와 원주민에서 모피 사냥꾼과 

사금채취자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풍요로운 

역사는 유콘의 문화를 풍성하게 합니다. 

골드러시는 많은 사람들을 이 북쪽의 

천국으로 데려왔으며, 이들은 유콘에서 더 

많은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밤낮으로 즐거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콘의 아이콘, 유콘 퀘스트를 체험해 보고  

어베일러블 라잇 영화제에 참석하거나 예쁘게 

차려입고 사우어도우 랑데뷰의 열기에 동참하세요! 

사우어도우 랑데뷰는 진정한 유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페스티벌 



  

 

 

2월 유콘 사우어도우 랑데뷰 
(Yukon Sourdough Rendezvous)
유콘 사람들은 겨울의 따분함을 어떻게 해소할까

요? 유콘 사람들은 겨울에 연례축제를 열어 즐거

운 시간을 보냅니다. 캉캉 무용수, 스노우슈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에어쇼, 눈 조각, 도끼던지

기, 여성 다리털대회는 이 다채로운 이벤트의 일

부일 뿐입니다.

2월 유콘 퀘스트
(Yukon Quest)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개썰매 레이스로 일컬어지는 

유콘 퀘스트는 매년 2월 개최되는 1,000마일 을 

달리는 개썰매 대회입니다. 완주하는데 10일에서 

20일이 소요되는 이 레이스는 관중과 참가자 모두

에게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4월 도슨시티 국제 단편영화제
(Dawson City Film Festival)
4일간 열리는 이 세계적인 단편영화제에서는 패널 

토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만남, 워크숍 등도 열려 

영화 매니아들의 성지로 일컬어집니다. 

2월 어베일러블 라잇 영화제 
(Available Light Film Festival) 
북위 60도에서 열리는 영화제 중 최대규모의 이 영

화제에서 상을 받은 수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도 

감상하고 영화제작자들도 만나보세요. 

더 많은 이벤트 정보를 알고싶다면

travelyukon.com/Explore/Events 를 참고하세요.

> 축 제



   

먹을 거리
유콘에 수많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유콘에서 여러분은 여러 나라의 음식과 

현지에서 사랑받는 음식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배녹, 캐나다 순록 스튜 한 그릇, 

현지에서 만든 잼이나 젤리를 맛보세요. 

입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유콘을 찾는 손님은 

굶는 법이 없습니다. 

쇼핑

보물을 찾기 위해 유콘에 오는 전통은 계속되지만, 

오늘날에는 쇼핑을 통해 보물을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금으로 만든 쥬얼리, 미술품, 조각이나 

구슬공예품,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북쪽 여행을 

추억하게 해 줄 완벽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깜빡 하고 놓고 온 것이 있다 해도 걱정 없습니다. 

그것이 칫솔이든 겨울 코트든 유콘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요.

먹거리와 쇼핑 



    

크렌베리 브라우니

무가당 초콜릿 4 oz

버터 ½컵

달걀 4개

설탕 1½컵

바닐라 1 티스푼

밀가루 1컵

코코아 ¼컵

야생 로우부시 크랜베리(린곤베리)나 이를 대체할 

재배 크랜베리 1컵

1.오븐을 350°F(180°C)로 예열하고 9×13인치

(22.5×32cm) 베이킹 디쉬에 기름칠을 한다. 

2.끓는 물에 초콜릿과 버터를 함께 중탕한다.     

저어서 섞은 뒤 상온으로 식힌다.

3.거품이 날 때까지 달걀을 젓는다. 저으면서 설탕

을 조금씩 넣어 혼합물이 섞여서 크리미한 질감이   

되도록 한다. 바닐라를 넣고 젓는다.

4.다른 보울에서 밀가루와 코코아를 넣고 젓는다.

5.식힌 초콜릿을 달걀과 설탕 혼합물과 섞는다.  

혼합물을 밀가루에 넣고 몇 번 젓는다. 너무 많이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6. 베이킹 디쉬에 붓고 스푼 뒷면이나 주걱으로 

고르게 편다. 윗부분에 고르게 베리를 뿌리고,    

주걱으로 살짝 누른다. 

7.중심부에 넣은 테스트지에 몇 개의 축축한 부스

러기가 붙어 나올 때까지 약 25분간 굽는다. 상온

에서 식힌 뒤 가나쉐로 아이싱한다. 42개 정도의 

브라우니를 완성한다.  

가나쉐

코코아 함량 최소 70%의 다크초콜릿 5 oz

35% 크림 1컵

버터 3 티스푼

1.초콜릿을 보울에 넣고 작은 조각으로 쪼갠다.

2.크림과 버터를 약간 센 불로 끓인 뒤 끓기 시작

하면 초콜릿에 붓는다.

3.보울 위에 접시를 놓고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5분간 기다린다.

4.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될 때까지 고루 젓는다.  

상온으로 식힌 뒤 바를 수 있을 때까지 냉장한다. 

2컵을 만들면 브라우니 한 판에 넉넉히 아이싱을 

하고 약간 남는 양이 된다. 

레시피 출처 - 북쪽의 만찬: 북쪽으로의 미식 여행(The Boreal 

Feast:A Culinary Journey through the North), 

미쉘 제네스트(Michele Genest), 하버 퍼블리싱(Harbour 

Publishing), 2014년, www.harbourpublishing.com

사진 출처 - 케이시 아치볼드(Cathie Archbould)

로우부시 크랜베리는 유콘의 맛있는 야생열매 중 하나입니다. 유

콘의 쉐프 미쉘 제네스트(Michele Genest)의 레시피는 로우부

시 크랜베리와 초콜릿을 조합해 한겨울의 별미를 선사합니다

크렌베리 초콜릿 브라우니와 가나쉐 

> 맛있는 유콘



   

어서 들어오세요!
밖은 춥지만 여러분이 받게 될 환대는 뜨겁

습니다. 유콘 사람들은 품성이 따뜻하고 

친근하기로 유명합니다. 유콘 사람들은 

집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집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유콘 사람들은 자신들

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당신이 당신만의 

북쪽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추천해 줄 것입니다.

호텔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전세계 어느 

곳의 호텔에도 뒤지지 않는 편안함과 품격에 

북쪽 분위기를 약간 더했습니다. 호텔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현대적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화이트호스 대부분의 호텔은 화이트호스 공항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숙박시설



   

 

 

B & B
진정한 유콘 체험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유콘 주민의 집에서 따뜻

한 환대를 받는 것입니다. 아침식사보다 더 좋은 

것은 친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팸퍼링 Pampering 
북쪽으로 간다고 모두 야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의 모험이 끝난 뒤 자신에게 자쿠지, 사우나, 

운동, 마사지를 선사하세요. 유콘의 아늑한 리조

트와 스파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늑한 통나무집 
밖에는 순수한 눈의 담요가 있고, 하늘에는 오로라

가 가득합니다. 편안한 통나무집에서 이 장관을 

즐길 수도 있고, 윈터 원더랜드의 고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편안한 휴식

더 많은 숙박정보를 알고싶다면

travelyukon.com/Plan/Accommodations 를 참고하세요.



 

RV 공원, 캠핑장, 숙박업소, 관광지 등의 

일부 관광서비스는 특정시기에만 운영됩니다. 

계획 시 미리 운영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입을까?
북부의 겨울은 단열처리가 잘된 옷이 필요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개 겹쳐 입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옷들은 짐싸기 편합니다. 또는 필요한 겨울 옷들은 지역의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도 있습니다. 많은 현지 여행사들이 겨울 옷을 비롯한 장비들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 줄 것입니다.

  1월 5.5시간

  2월  8.5시간

  3월 12시간

  4월 15시간

  5월 18.5시간

  6월 21시간

  7월 20시간

  8월 16.5시간

  9월 13시간

10월 10시간

11월 7.5시간

12월 4.5시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평균 일광시간

유콘은 태평양표준시(PST)를 사용합니다.

여행계획



 

유콘 여행 방법

연중 운영

에어 캐나다(AIR CANADA)
aircanada.com

밴쿠버에서 화이트호스까지 매일 2대의 항공편이 운항

됩니다. 

에어 노스(AIR NORTH), 유콘의 항공사

flyairnorth.com

화이트호스에서 밴쿠버까지 매일, 캘거리와 에드먼튼에

서 주3회, 켈로나, 옐로나이프, 오타와에서 주2회 항공

편이 운행되며, 도슨시티, 올드크로우, 이누빅까지 연결

편이 운항됩니다. 

계절별 운영

콘도르(CONDOR)
condor.com

5월 말에서 9월 말까지 프랑크푸르트-화이트호스 주1회 

767 직항편이 운항됩니다. 
 

웨스트젯(WESTJET)
westjet.com

5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화이트호스와 밴쿠버를 연결

하는 737 항공편이 매일 운항됩니다.  

화이트호스까지의 항공 접근은 빠르고 편리하며 항공료도 저렴합니다. 에어캐나다와 유콘의 항공사인 

에어노스는 연중 항공편을 운항하며, 웨스트젯, 콘도르 등도 계절별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튼, 오타와, 켈로나, 옐로나이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콘으로 오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화이트호스까지 항공편을 이용한 뒤 렌터카, 셔틀 투어, 

패키지 투어를 이용해 유콘을 여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