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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NATURE
Already boasting the US’s tallest mountain, its biggest national park and the world’s 

largest bears, Alaska also claims most of the glaciers in America. In Kenai Fjords 
National Park, rivers of ice flow out of the Harding Icefield, calve into the ocean 

and become icebergs, which roll and break without warning — 
just one of the natural astonishments that are par for 

the course in Alaska. By Leslie Hsu Oh

생태 탐방 여행지, 알래스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큰 국립 공원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곰이 서식하는 곳, 

바로 알래스카다. 그뿐일까. 미국에서 빙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키나이피오르 

국립 공원의 하딩 빙원에서 떨어져 나온 빙하는 바다에서 작은 크기로 쪼개져 빙산이 된다. 

빙산이 우르릉거리다 별안간 부서지는 광경은 이제 알래스카에서는 흔한 일이다. 글 레슬리 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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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LASKA
The city of Anchorage is home to 40 
percent of Alaska’s population. From 
an arriving airplane, the first thing 
you see are the jagged, gaunt peaks 
of the Chugach Mountains, promising 
23,000sqkm of wilderness to hike, kayak 
and fish. In one day, you can run into a 
moose, hike a glacier, pan for gold, learn 
how to weave an Unangax basket out of 
beach ryegrass and shop for one-of-a-
kind Alaska Native crafts and jewelry.

알래스카의 도시

앵커리지는 알래스카 인구의 40퍼센트가 거주하는 

도시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마주치는 광경은 

추가치산맥의 황량하고 들쭉날쭉한 봉우리다. 

2만 3000제곱킬로미터의 이 거대한 산맥에서 

하이킹, 카약,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다. 하루 동안 

북미산 큰 사슴인 ‘무스’를 보고, 빙하를 거닐고, 

사금을 채취하고, 해변에서 자라는 라이그래스로 

알류트족의 전통 바구니 짜는 법을 배우고, 알래스카 

원주민의 독특한 공예품과 장신구 구매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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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날리 국립 공원 여행법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약 38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디날리 국립 공원은 공원 내 하나뿐인 도로를 통해 

다섯 가지 버스 투어를 제공한다. 쌍안경이 있다면 

디날리의 ‘5대 동물’인 카리부 순록, 돌산양, 회색곰, 

늑대, 큰 사슴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중 

체중이 630킬로그램에 이르고 키가 2미터쯤 

되는 데다 거대한 뿔을 단 채 시속 56킬로미터로 

달리는 수컷 큰 사슴은 버드나무나 자작나무를 

우적우적 씹어 먹는 모습마저 위풍당당하다.

CHOOSE YOUR OWN ADVENTURE
About 380km north of Anchorage, Denali 
National Park offers five different bus 
adventures on the park’s only road. Bring 
a pair of binoculars so you can spot its “Big 
Five”: caribou, Dall sheep, grizzly bears, 
wolves and moose. Six hundred thirty 
kilograms, 2m tall, with enormous antlers 
and capable of moving at 56km/h, a bull 
moose is magnificent to watch, even if it’s 
just munching on some willow or bi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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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란 빙산을 찾아

알래스카만 북쪽, 일군의 섬이 자리한 

프린스윌리엄사운드 해협에서는 빙산 사이로 

카약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바다로 밀려온 빙하가 

쪼개져 형성한 빙산의 최대 밀집 지역이다. 빙산 

가까이 가면 긴 세월 얼음 속에 갇혔던 공기가 

새어 나오면서 내는 펑 하는 소리나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새파란 빙산을 찾아 사진을 

찍어 보자. 빙산이 뒤집히면 바다 밑에 숨어 있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때 빨간색과 노란색 같은 

파장이 긴 가시광선은 흡수하고 파란색과 초록색 같은 

짧은 파장은 반사해 빙산이 파란색을 띤다.

POP, SIZZLE, FLIP
Out on Prince William Sound, protected 
from the Gulf of Alaska by a string of 
islands, you can glide in a kayak among 
the densest concentration of tidewater 
glaciers in the world. Icebergs pop and 
sizzle, releasing air that was trapped in 
them centuries ago. Search for the bluest 
iceberg, one that has just flipped, where 
longer wavelengths of color, like red and 
yellow, are absorbed and shorter ones, 
like blue and green, are reflected.



©
 J

oh
n 

H
yd

e 
/ G

et
ty

 Im
ag

es

혹등고래의 사냥법

혹등고래는 거품을 불어 먹이를 잡는 방법으로 

하루에 1360킬로그램을 먹어 치운다. 무리를 지어 

원을 그리며 거품을 분 뒤, 입을 크게 벌린 채 

‘거품 그물’ 속에 갇힌 먹이를 집어삼킨다. 위턱 양쪽에 

달린 수염이 크릴새우와 작은 물고기 떼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알래스카에서 고래를 보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과 7월로, 알래스카 내해 

수로에서 500마리 이상의 혹등고래를 볼 수 있다.

BREACH, SPY-HOP, LOBTAIL
Humpback whales eat up to 1,360kg 
of food a day, using a technique called 
bubble-netting. A group of whales blow 
bubbles in a circle to confuse their prey, 
then swim through the middle with their 
mouths wide open. Hanging down from 
either side of their upper jaws are fringed 
plates called baleen, which trap krill and 
other small schooling fishes. June and 
July are the best months to whale-watch 
in Alaska, when over 500 humpbacks can 
be found in Alaska’s Inside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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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홀한 빛의 향연

페어뱅크스는 8월 말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강수량이 적고 맑은 하늘이 이어져 오로라를 

관찰하기 좋다. 처음 오로라를 마주하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차츰 그 속에 담긴 신비한 자연의 이치에 빠져드는데, 

태양에서 나온 하전 입자가 지구 대기상의 가스 

입자와 충돌하면서 황홀한 천상의 쇼가 펼쳐지는 

것이다. 오로라가 특별히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변덕스러움에 있다. 청록색 오로라는 기다란 띠와 

원 모양, 광선 등으로 그 형태를 쉴 새 없이 바꾸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ELUSIVE LIGHTS
Between late August and late April, 
Fairbanks is one of the best places to 
view the aurora borealis, as the sky is 
consistently clear due to low precipitation. 
Collisions between electrically charged 
particles from the sun and gaseous 
particles in the Earth’s atmosphere create 
a natural phenomenon that’s enticing 
in its fickleness. The resulting show 
flickers across the sky in green and teal 
streamers, arcs and shooting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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