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화 ▶

2 화 ▶

4 목 ▶

5 목 ▶

여/행/예/정/서

1 항공 및 기차 스케쥴

어른들의 우아한 여행

알래스카 한붓그리기, 11Days

7/14 인천 18:15 시애틀 11:33 OZ 272(예정) 국제선

국내선7/14 시애틀 15:35 앵커리지 18:12 AS 101(예정)

국내선

7/23 시애틀 14:00 인천 17:45+1 OZ 271(예정)

기타 자외선차단모자, 여권커버, 네임택 등

7/23 앵커리지 07:05 시애틀 11:35 AS 084(예정)

국제선

2 여행조건

승선티켓+식사+영어가이드 등

빅델타, 뷰포인트, 산타마을 등

(1)

기본
포함사항

기본 국제선 왕복항공권(유류세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전문 인솔자

숙소 준특급 호텔 및 로지(2인1실 기준), 전용차량 사용

식사 호텔조식 및 투어 일정상의 포함된 식사

6

(2)

필수투어
포함사항

인솔자 경비(현지에서 2일차 미팅시간에 직접지불) 1인 $110

3
필수투어시 가이드/기사 팁(1인당/총$50)

기사팁(1일/$10), 가이드팁(1일/$10), 콜롬비아 빙하크루즈($10), 리버보트
디스커버리($10), 디날리 국립공원 버스투어($10)

총 $50/1인

*현지에서 희망해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투어비용은 불포함 입니다.
*현지 생활경비는 개인 소비성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부분은 불포함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

원주민마을 리버보트 디스커버리 투어 증기 기관선 승선+도넛,커피+인디언 빌리지 등

파노라마뷰 기차여행 기차티켓, 골드스타 클래스

디날리 국립공원 버스투어 버스티켓+영어가이드 등

1

2

3

글랜 하이웨이 투어 (1번 고속도로)

콜롬비아 대빙하 크루즈 투어

리처드슨 하이웨이 투어(4번 고속도로)

와라씰 개썰매 본부, 마타누스카 빙하, 탐슨패스 등

불포함
사항

1 개인경비(현지 중석식 및 생활 경비 / 추천투어) 약 1인 $500~

2



인솔자의 역할

1. 인솔자는 여러분의 도시간 이동을 책임집니다.
항공이동이든 육로로의 이동이든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도시간의 이동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2. 인솔자는 여러분의 호텔 체크인을 책임집니다.
도시간의 이동 후, 호텔로 이동하실 때 인솔자는 여러분을 책임지고 호텔로 안내하며 체크인을 도와 드립니다.

3. 인솔자는 여러분의 필수 코스의 투어를 함께 합니다.
현지 모든 필수 포함 코스에 항시 동행하며 매끄러운 투어진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4. 자유일정이 있는 곳은 도시간의 이동이 아니라 도시내의 자유일정이므로 어렵지 않게 자유로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곳
에서만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도시내의 볼거리들과 이동방법을 미리 설명해드리고 어려움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 진행과 관련하여 인솔자가 별도로 혼자 준비해야할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도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일처리가 있는 경우나 도보로 다니는 작은 마을에서는 스스로 관광하시는 때도 있습
니다.

5. 포함된 식사가 아닌 자유식은 인솔자가 여러분께 식당정보를 드리고 레스토랑으로 안내해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항
상 인솔자가 식당에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는 추천 레스토랑과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6. 자유일정 시의 현지투어/추천투어는 일반 패키지여행 처럼 현지에서 필수로 해야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인솔자는 현지에
서 할 수 있는 투어들의 현지요금을 알려 드리며, 인솔자나 여행사가 커미션을 챙기는 일은 없습니다.
인솔자도 현지투어에 참여하면 똑같은 투어요금을 지불하고 고객님의 현지투어에 동행합니다. 현지요금 그대로 투명하게 안
내해드리므로, 해당 여행지에서 원하는 여행을 인솔자와 상의하셔서 길이남을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7. 작은별 여행의 한붓그리기 상품은 패키지 여행과 배낭여행의 자유로움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입니다.
인솔자는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여행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며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
고 여러분이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나서서 도와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인솔자는 여러분의 여행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여행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패키지여행처럼 인솔자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여행이 아니라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
습니다. 저희는 그런 재미없는 여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행의 큰 줄기는 인솔자가 잡아 드리고 도와드리지만 여러분 스
스로가 직접 여행을 하신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못하신다고 쫄지 마세요! 남미사람들도 손가락은 10개 입니다.

좋은 친구와 여행은 더욱 즐겁습니다.
정당한 댓가를 받고, 사명감과 자존감을 가진 정직한 인솔자와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훗날 '참 좋았다'는 한마디를 해주시기를 저희 인솔자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왕자의 작은별여행, 인솔자 일동



예/정/일/정

날짜 이동경로 아래 일정은 추천 일정으로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

예상호텔

1

인천
↓

경유지
↓

앵커리지

 시간미정 인천공항/미팅!(장소 출발전 개별공지)

(주의) 각각의 투어 코스에 기재된 시간들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해 대략적으
로 명시한 부분이며, 실제 투어 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미국공항 이용시 다른 사람의 수화물에 절대로 손 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거나 들어주면 안됩니다.

(고지)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선박 탑승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미정 인천 출발
 시간미정 경유지 도착 후 입국심사 및 환승

 시간미정 경유지 출발

출발확정 후
항공편 확정

일차

(앵커리지)
LA QUINTA

HOTEL
또는 동급

7/14

화

2 앵커리지
↓

글랜 하이웨이
↓

발데즈

(주의) 모든 호텔내에서 취사가 불가능하며 적발시 과태료 또는 퇴실조치 될 수 있
습니다.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안내)모든 호텔 체크인시 본인짐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합니다. 별도의 벨보이가
방에 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브리핑 안내) 조식 후 인솔자와 팀원들 모두 인사 나누고, 전체적인 일정 및 진행
에 관해 브리핑 &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미팅 후 전일정 인솔자 경비 1인
USD $110을 인솔자에게 지불해 주세요.

[필수투어] 글랜 하이웨이(1번 고속도로) 투어
#와실라 개썰매 본부 방문
-알래스카 허스키의 용맹스러운 모습 및 경기 영화 관람

#팔머 비지터센터 방문
-알래스카 유일의 농장지대 방문

#마타누스카 육지 대빙하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육지 빙하 관람

탐슨패스 통과 후 발데즈 도착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발데즈)
BW HOTEL
또는 동급

7/15

수



3

발데즈

[필수투어] 콜롬비아 대빙하 크루즈 투어(약6시간)
┖ 프린스 윌리암 해협의 콜롬비아 대빙하 관람
┖ 다양한 해상동물들의 서식지 관람

[조식:호텔식/ 중식:선상식/ 석식:불포함]

빙하크루즈

일차

(발데즈)
BW HOTEL
또는 동급

7/16

목

4
발데즈

↓
리처드슨
하이웨이

↓
페어뱅크스

[필수투어] 리처드슨 하이웨이(4번 고속도로) 투어
#랭글 세인트 엘리아스 국립공원 비지터센터 방문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 보호구역내 방문자 센터 방문

#KNOTTY SHOP 방문
-울퉁불퉁하게 뒤틀린 나무들로 만들어 놓은 다양한 형상들과 야생동물 박
제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산타마을 방문
-1년 365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산타마을 방문

#파이프라인(송유관) 관람
-인간이 만들어낸 대역사의 현장 견학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페어뱅크스)
CLARION HOTEL

또는 동급

7/17

금

5

페어뱅크스

[필수투어] 리버보트 디스커버리 투어
┖ 원주민 마을 탐방
┖ 연어손질, 개썰매 시범, 수상 경비행기 착륙등의 이벤트 진행
┖ 간식 및 커피 무료제공

#페어뱅크스 추천일정
┖ 체나 노천온천(약$20)
┖ 파이어니어 테마공원
┖ 알래스카 원유 송유관
┖ 페어뱅크스 문화센터 방문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리버보트
전용차량

일차

(페어뱅크스)
CLARION HOTEL

또는 동급

7/18

토



6
페어뱅크스

↓
디날리

[필수투어] 파노라마뷰 기차여행
┖ 통유리로 된 기차를 타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알래스카의 만년설과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08:15 페어뱅크스 출발
12:10 디날리 도착

#추천투어
┖ 경비행기 또는 헬기투어
┖ 디날리 국립공원 비지터센터 방문 등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기차여행

일차

(디날리)
MCKINLEY

CHALET RESORT
또는 동급

7/19

일

7

디날리

[필수투어] 디날리 국립공원 버스투어
┖ 디날리 국립공원은 맥킨리 산(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유명합니다.
국립공원 내 구석 구석을 버스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고, 대자연의 장엄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길을 따라 잘
조성된 트레일을 계획해도 좋습니다.
┖ 야생 동물 관찰, 전망대 방문 등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디날리)
MCKINLEY

CHALET RESORT
또는 동급

7/20

월

8 디날리
↓

타키티나
↓

앵커리지

조식 후 타키티나 이동(약3시간)
┖ 이동 중 뷰포인트 방문
┖ 타키티나 시내관광 및 자유시간

앵커리지 이동(약2시간)
┖ 이동 중 와실라 호수 방문, 호수주변 산책
앵커리지 도착 후 자유시간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전용차량

일차

(앵커리지)
LA QUINTA

HOTEL
또는 동급

7/21

화



9

앵커리지

#추천투어

(선택1) 스워드 1일투어
┖ 엑시트 글레이셔 빙하 트래킹
┖ 스워드 항구 자유시간
┖ 항구주변 수산시장
┖ 저녁식사추천(곤돌라 탑승 후 Seven Glaciers Restaurant)

(선택2) 앵커리지 시내관광
┖ 철새 도래지 Potter Marsh
┖ 연어 부화장
┖ 와일드베리 초콜렛공장 견학
┖ 저녁식사추천(킹크랩&자연산 연어회 식사)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시내교통

일차

(앵커리지)
LA QUINTA

HOTEL
또는 동급

7/22

수

10
앵커리지

↓
경유지

시간미정 앵커리지 출발
시간미정 경유지 도착

***시애틀 경유시 연장체류 가능***

시간미정 경유지 출발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석식:불포함]

항공

일차

기내박

7/23

목

*작은별, 한붓그리기 여행은 기본적으로 여행자의 자유시간을 존중합니다. 필수투어 포함내역을 제외한 모든 추천일정
은 참고용으로 제시해 드린것이니 가이드북을 꼭 챙겨가셔면 더욱 더 알찬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노쇼핑/노옵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인솔자는 여행자의 발걸음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행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투어들에 대해서 절대 강요하는 일은 없
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이라는 특성상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인천
시간미정 인천 도착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일차

7/24

금



알래스카여행 일러두기 (주의사항)
*홈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다시한번 안내드리오니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여행상품은 아직 국내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여행자의 신체 또는 재
산에 대한 안전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스스로 체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여행 중 반드시 인솔자가 안내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지 선택관광은 여행자의 자유의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지 가이드로부터 주의사항을 경청한 후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위험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용자 본인의 과실,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여행은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시 동반하는 가이드가 아닌, 자유여행을 돕는 인솔자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인솔자는 자유배
낭여행을 돕기 위해 전체일정에 동행하면서 일정안내, 숙소안내, 교통안내를 함으로써 낯선 곳에서의 자유여행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행동반자 입니다.

4. 본 여행은 세미패키지 여행으로 숙박(준특급 호텔), 도시 간 현지 이동편만이 포함된 여행입니다. 호텔 투숙시 포함된 조식 외 중
석식은 모두 현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며 포함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식사비용, 입장권, 관광비용, 시내교통(단거리) 모두
현지에서 본인이 관리하고 책임 지는 방식의 여행입니다.

5. 출발 전 안내해 드리는 예상 현지 여행비용은 최저비용이며 현지 물가 인상 및 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6. 본 여행은 장기여행으로 다소 체력이 요구되는 여행입니다. 본인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셔야 하며, 본 여행의 일정을 진행하기 어
려운 신체 상태(심장질환, 디스크, 정신질환, 임신 등)임에도 여행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
다.

7. 여행자 보험은 최대 1억원을 가입해드리며, 당사의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행자
보험약관에 따른 배상의 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므로 배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직접 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8. 본인의 과실이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사고 등에 여행사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9.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당 여행사의 업무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항공권 및 차량 좌석을 수배 및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며, 운항지연이나 결항 및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운송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당사가 그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10. 항공권 규정은 여행사와 무관하며 항공사의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항공권 수령시 규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각 항공사
별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고유 정책으로 마일리지 적립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누락 시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에 좌석지정은 불가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11. 여행 중 본인의 과실(여권분실, 비자서류분실, 부적응 등)로 인하여 여행을 포기할 경우 여행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항공권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2. 일정표와 다른 일정으로 팀을 이탈하여 개별 행동시에는 이탈한 시점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있으
며,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에서 지지 않습니다.

13. 여행사는 예측이 가능한 일정대로 여행을 준비하며 천재지변, 파업 등의 예측 불가능한 현지사정으로 인해 일정변경이 발생될
경우 현장에서 추가요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4. 본 여행은 개인이 모여 팀을 이루어 장기간 여행하는 단체여행입니다. 여행 중 인솔자 및 여행자 모두의 여행에 문제를 일으키
는 행동(위협적인 행동 및 타인에게 상해,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성희롱, 기물파손,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등)을 할 경
우 여행을 전체적으로 관리 진행하는 여행 인솔자는 전체 팀을 위해 여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중단의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며 여행비용은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여행을 존중해주시고, 현지 여행 에티켓을 반드시 지켜주세
요. 여러분 개개인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알래스카 한붓그리기 루트



알래스카 브리핑

1.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 만불에 알래스카를 구입함
(참고) 페어뱅크스에 있는 파이어니어파크 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한 지 100 주년이 되는 1967년에 오픈되었다.

2. 1912년 8월 24일 - 알래스카 준주(Alaska Territory) 가 됨(미합중국의 자치령)

3. 1959년 1월 3일 - 49번째 미국의 정식 주로 승격이 됨
(참고)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49 라는 숫자는 각별하다. 미국 본토를 "The Lower 48" (밑에 48개 주 + 49번째 알래스카 + 50번째
하와이) 라고 부른다. 앵커리지에서 출발하는 #Iditarod 개썰매 경주와 캐나다 Whitehorse 와 알래스카 Fairbanks 간 개썰매 경주
인 Yukon Quest 거리가 공식적으로는 1000 마일이지만, 보통은 1049 마일 경주라고 부른다.

4. "알래스카 - Alaska" 라는 이름은 "Great Land" 라는 뜻을 가진 러시아 말에서 유래한다.
(참고) Denali (디날리, Denali National Park) 는 The Great One (위대한 절대자, 거룩한 신) 이란 뜻을 가진 원주민 말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Alyeska(알리에스카) 는 The Great White One 이란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다.

5. 미국에서 제일 큰 주로 미국의 작은 주 22개를 합친 것 보다 더 넓은 땅이다.

6. 알래스카 주는 무려 20개 다른 언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된다.

7. 알래스카의 수도 (Capital) 는 앵커리지 (Anchorage) 가 아니라 주노 (Juneau) 이다. 주노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외부와 도로
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와 항공기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8. 알래스카의 기온은 연중 무려 100˚F (37.8 ˚C)에서 영하 -80˚F (-62.2 ˚C)까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9. 알래스카 대부분의 땅은 연방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야생 동물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공원들이 많다. 실
제로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무스, 토끼, 다람쥐, 곰, 여우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을 만난다.

10. 알래스카 물가가 비싸다 예를 들어, 패스트 푸드(햄버거) 식당은 약$10~$15 내외, 중저가 식당은 약$15~$20 내외, 페어뱅크
스 맛집들(The Pump House, Pike Landing)의 경우는 약$27~$40 내외 한다. 물론, 여기에 Tips 을 추가하면 가격은 15% 가량 올
라갈 것이다.

11. 1942년, 알래스카는 일본군에 의하여 Attu 와 Kiska 두 지역이 점령 된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기간 다른 나라에 점령 된
지역이다.

12, 1924년에 강력한 지진이 있었고, 1964년에는 4분 간 강도 9.2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가장 강력
한 지진이기도 하다.
(참고) 앵커리지 도심에 위치한 Earthquake Park (지진 공원}에 가면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재연해 놓았고, 관련 자료를 그림으로 알
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13. 1968년, 북극해에서 원유가 발견된 이후 알래스카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원유 개발 단계에서 원주민들이
소유한 땅을 Nixon 대통령은 $963 Million (약 10억 불) 에 사들인다. 1977년에는 구경 48 inches (122 cm) Pipeline 을 800 마
일 (북극해 Prudue Bay 에서 남쪽 항구인 Valdez 까지) 에 걸쳐서 연결한다.

14. 디날리 국립공원 (Denali National Park) 은 3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
1) 북미에서 제일 높은 Mt. Denali (맥킨리 산 - Mount McKinley - Mt. Denali)이 있다.
2) 미국내 국립공원 중에 3번째로 큰 규모이다.
3) 크기가 600백만 에이커

*페어뱅크스에서 알래스카 기차로 출발하면, 디날리 국립공원에 도착해서 먼저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빙하에 랜딩을 한 후, 다시
이륙했던 디날리 국립공원 비행장으로 돌아와 디날리국립공원 버스 투어나 트레킹 투어를 겸하면, 세 가지 투어 (알래스카 기차, 디
날리 국립공원 경비행기, 트레킹 또는 셔틀버스) 를 함께 즐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