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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 탐험
조각된 피오르드 
고대의 얼음과  추
가치 산맥의 우뚝 솟
은 산들국 가 산림
(내셔널 포레스트)

800-544-0529
60 년 간의 사운드 항해!

저희와 함께 항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항 위디어

저 희 배를

이용해 주셔

서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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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의 가장 크고 가장 빠른쌍동선과함께하는 
오늘의 항해는, 여러분들을 험난한야생과우뚝솟은 
빙하들,  깨끗한 바다를 거치는  145마일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프린스 윌리암사운드는 
섬들과 피오르드, 1억 오천년 동안 깎여진 빙하들로 
약 2,100평방마일에 이르며 추가치국가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벌몬트의 전체 주보다 큰 대지 
면적에 오직 7,100명의 인구가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온전한 해양 
생태계이며, 북미의 최북단우림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지역입니다.  우리 
여행은여러분들을 9.2 강도의 
1964년 Good Friday 지진의 
근원지까지 안내합니다. 

www.26glaciers.com    
907-276-8023 • 800-544-0529     

운하의 머리쪽에 있는 위디어는 Anton Anderson 
Memorial tunnel을 통해접근가능합니다. 이 2.5
마일의 2차 세계대전 기간의 기차 터널은 2000년 
6월에 북미에서 가장긴 차량-기차 터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Maynard 산을 통한 
기차로드 건설을 감독지휘하였던  군대 엔지니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현재 알류티크(Alutiiq)로 알려진 추가치에스키모들은 
빙하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던 약 7000년정도 전에 
프린스윌리암사운드로이주하였습니다. 

추가치 에스키모인들은 사냥과 낚시를 주로 하여 

살아갔던해양사람들이었습니다.또한사운드를공유했던에야

크(Eyak)족은알래스카내륙에서온해안가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사람들은 작은 마을을 지어 나무로 

만들어진집에살았습니다.그들은해달과물개들로부터 

의복을 지어 입었고, 초원과  전나무 뿌리들로 바구니를 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돌과 뼈들, 나무와 조개들을 

기구들을 만드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약 1000 
명의알래스카원주민들이사운드에살고있는데,그생활방식이

전통적자급자족수준에서부터 주요알래스카 원주민 소유 

회사를 이끌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년 제임스 쿡 선장의 발견 항해 기간 동안 영국 
예술가 존 웨버(John Webber)에 의해
그려진 “프린스 윌리암 사운드의 사람" 

프린스 윌리암 사운드의 역사Brad Phillips - 정치인, 
혁신자,  사업가 - 사운드의 개척 횡단 여행자들을 
운반하는 미국의 최초의 쌍동선으로 1950년대의 항해 
브레드 필립스는 1987년에 Phillips 26 Glacier 크루즈를 
설립하였습니다.

허풍을 떠는 성격인, 브레드는 그가 사금채취에서 

일했던알래스카로이주하기전육군항공대에서훈련받

았습니다. 그는 호텔과보험회사를 짓기시작했고,  

주 입법부에서10 년간근무하였습니다.

브레드는 2009 년그의나이84 세로생을마감합니다. 
MV Klondike Express는그의알래스카 관광 산업에의 
그가 남긴 마지막 공헌이다. 그는 또한 여러분들이 

스낵바뒤에서 보실수있는 알루미늄벽 조각인 

“Native Series(네이티브 시리즈)”를 의뢰하여 
만들었습니다.예술가쉐논 레이(Shannon Leigh)에 
의해 만들어진이시리즈는 만드는데에 거의 3

년이걸렸으며,사운드 내의 세가지가장 흔한 날씨 

요소인 바람,비,그리고 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이 

조각 벽은 비버,곰,고래,그리고토템폴(동물조각상) 

을 포함합니다. 

PHILLIPS 에 관하여 

HAD A GOOD TIME? POST YOUR 
COMMENTS ON TRIP ADVISOR!

 선장의
항해일지

프린스 윌리
암 사운드의

 역사

첫번째사람들

탐험의 세계 

세계의 위대한 몇몇 탐험가들이 사운드를 방문했었습니다.  

덴마크 탐험가 비터스 베링은 러시아 해군에복무했었으며, 

1741년에 알래스카를 발견하였습니다. 유명한 독일 

자연학자인 Georg Wilhelm Stellar는 카야크 섬에 최초 발견 
대륙을 만든 대륙베링 원정대의 일원이었으며,위디어의 

동남방향으로 약  100마일에 위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을 많이 듣게 될것입니다: Steller  바다사자,  Steller 
어치(새), Steller 솜털오리(Eider), 그리고  Steller 바다 독수리 
등 입니다. 

제임스 쿡 선장은 1778년 5월 12일에 사운드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 지역 토착민들과 무역을하는 동안, 바운티 폭동으로 

유명한 William Bligh선장이 작은 보트를 노를 저어 
충분히들어가 그것이 북서부 길이 아님을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1989년 엑손사 오일사건의 Bligh암초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쿡 선장은 그 지역을 샌드위치 사운드라고 불렀지만, 

영국 해군본부가그곳을 왕 조지3세의 셋째아들을 기념하는 

의미로 프린스 윌리암 사운드라고 다시 명명하였습니다.

1794년, 조지 밴쿠버 선장은 오늘 우리가 항해사는 지역을 
포함한 사운드의 서부와 동부지역 대부분의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밴쿠버는 그 당시 장교 후보생이었으며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에 함께있었습니다.

초기의 탐험가들은 스페인사람, 포르투갈인, 프랑스인, 

그리고 미국인들을 포함합니다. 

 

위디어 - 앵커리지의 남쪽 60마일

역사 

서양사람들이 도착하기 오래 전, 추가치 에스키모인들은 

생선을 찾아 윌리암 사운드와 쿡 인렛을가로지르는 패스를 

횡단하였습니다. 광업자들이 나중에 그 길을 턴 어게인 

암의 금광에 이르는 길로사용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미국 군대는 위디어에  기차 종착점과 항구를 

건설하였으며,그 이름을 미국 시인 존 그린리프 위디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두개의 큰 빌딩이  

하늘을배경으로 우뚝솟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금은 

300명보다 적은 대부분 커뮤니티의 집인14 story Begich  
타워이며, 다른 하나는 Buckner 빌딩으로, 초기 위디어의 
주요한빌딩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1964년 지진으로  
버려진 건물입니다. 오늘날 커뮤니티는 중요한

복지센터며 산업, 그리고 크루즈의 항구입니다. 이 마을은 

매년 15피트의 비와 20피트의 눈이 오는 지역입니다. 

Ko
re

an
 L

an
gu

ag
e 

Gu
id

e



- Anchorage Bed & Breakfas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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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람선 코스는 알래스카에 있는 모든 3가지 
종류의 빙하를 지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TIDEWATER  |  해안지대가 자체 무게에 의해 압축되면서, 
활성화된 조수빙하는 물 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평평한얼음판 부분이 바다로 종종 떨어져 나가게 되는 
끝부분에서 그 이동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떠다니는 
빙산들은 굉장히 무겁기때문에 오직 끝부분만이 
보여집니다. 

PIEDMONT  |  피드먼트(PIEDMONT: 산록)는 발을 
의미하는 프랑스단어인 pied와 산을 의미하는 
”mont”에서 파생되었으며, 피드먼트 빙하들은 
산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빙하가 산자락에 
부채꼴모양으로 생겨날 때 형성된 것들입니다. 

ALPINE  |  고산빙하(ALPINE) : 현수빙하(걸린빙하)로 
알려져 있는 알프스 산맥(ALPINE)역시,얼음들은 
산봉우리에서부터 시작되며, 문자 그대로 
산비탈로부터 걸려있는 빙하들을 말합니다.

빙하의 세가지 종류

미국 산림부 내래이션
미국 산림부의 박식한 관리원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고 유람선과 관련한 중요한 점들을
설명해드리기 위하여 탑승해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산림청 관리원 배지를 받기 원하는 어린이 들을
위하여 소책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디어로부터,  Passage 수로를 통해 동쪽으로 향하며 Wells 항구(18세기 영국 지질학자인조지 벤쿠버 선장의 이름을 따서 
지음)에 있는 Egg Rock 바다사자  번식지로 순항합니다.저희는 경치가 좋은 에스더 항로(Esther Passage) 로 항해를 
계속하며(이 또한 벤쿠버선장에 의해 명명됨), 이는 오직 작은 배들만이 항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높은 산들은 이 좁은 
경로를 거친 바다와 바람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이 지역은 많은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대머리 독수리가 
낚시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범고래는 흔히 볼 수 있으며 수달은 거의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Esther Passage를 넘어,  선박은 북쪽 빙하가 풍부한 지역인 컬리지 피오르드(College Fjord): (동명이 미국인 철도 자본가인 
에드워드 해리만에 의해 지도된 과학 탐험으로 부터나옴) 를 향합니다.  이 팀은 피오르드의 북서쪽을 따라 있는 각 
빙하들을  중요한 여자 대학들을따라 이름 지었고, 남서쪽 빙하들은 남자들의 대학을 따라 이름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해리만피오르드에 위치하는 베리 암(Barry Arm)과 서프라이즈 (Surprise Glacier)빙하를 향해 항해합니다. 선장은 
얼음으로 채워진 물길을 따라 빙하의 앞까지  항해할것이며, 따라서 고객님들은 빙하가 바다를 향해 조각나고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배는 마지막으로 위디어로부터 막 만을 건너 위치하는 키티윅(갈매기) 서식지에 들르게 됩니다. 10,000 마리 
이상의이상의 새들이 이 암벽에 매년 여름 서식하고 있으며, 알을 낳고, 낚시하며 갓부화한 어린 새들에게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가기 전 그들이 필요할 생존 전략을 가르칩니다. 이서식지로부터 정박지까지는 단 5분정도의 항해만이 
걸립니다. 

해달 (Enhydra lutris kenyoni)
족제비 과이며, 약 12,000마리의 해달들이 이 
사운드에 서식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바다의  “플레이보이: 한량”, 또는 “바람둥이 
여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몸길이 4-5피트 
정도로 가장작은 해양 포유동물입니다. 

점박이 바다 표범(Phoca vitulina) 
점박이 바다표범은 몸 길이 6피트의 
호기심이 가득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이들의 가죽은 흰색에서부터 
짙은 회색에 이르기까지 그 빛깔이 
가지각색입니다.  

흰띠박이 바다표범 (Phoca fasciata)
흰띠박이 바다표범은 가장 드물고 가장 보기 
어려운  얼음물개이며,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는 네개의하얀 선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텔러 바다사자(Eumetopias jubatus)
스텔러 바다사자는 강치류(귓바퀴가 있는 
물개)중 가장 큰 멤버입니다. 수컷 
바다사자는2,000파운드 정도 몸무게가 
나가며, 길이는 10 feet 에 이릅니다. 성장한 
수컷은 길고 거친털과 함께 육중한 근육 
목부분을 발달시킵니다. 

세가락 갈매기(Rissa tridactyla)
세가락 갈매기는 사운드에 서식하는 모든 새 
종류 중에서 가장 우세한 종입니다. Passage
운하집단 군은 둘러싼 해식 절벽에 둥지를 
틀어 약 10,0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독수리 (Haliaeetus leucocephalus)
대머리 독수리는 흰꼬리수리, 또는 물수리로 
불리며, 미국의 국가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사운드는현재 약 6,000마리의 대머리 
독수리에게 연중 또는 계절적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흑곰 (Ursus americanus)
흑곰은 저희가 오늘 항해하는 북서쪽 
해안선을 따라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성체곰(다자란 어른곰)은어깨 넓이 29인치, 
코부터 꼬리까지 60인치로 측정됩니다.  
     

산양(Oreamnos americanus)
산양은 야생염소로 불리는, 북미에만 있는 
발굽 동물의 독특한 그룹의 사절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짧은뿔을 가지고 있으며, 
기복이 심한 지형에 사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인 수컷은 약 260파운드정도의 몸무게가 
나갑니다. 

까치돌고래 (Phocoenoides dalli) 
까치돌고래는 오직 북태평양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들의 두꺼운 몸과 작은
머리 모습으로 인해 다른 고래과 종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범고래(Orcinus orca) 
범고래는 돌고래로 알려진 해양포유류 중 
가장 큰 멤버입니다. 성인 돌고래는 몸 길이 
27피트까지 자라며, 그 무게가 10톤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8개 서식집단의 약 160
마리 이상의 범고래가프린스 윌리암 사운와 
피오르드를 정기적으로 이용합니다. 

혹등고래(Megaptera novaeangliae)
혹등고래는 엄청나게 긴 지느러미 발을 
가지고 있는 수염고래로서, 그 길이가 몸 
전체길이의 25-30퍼센트 정도에 
달합니다. 성인 혹등고래는 길이 55피트, 
무게 4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고래들은 겨울에는 주로 하와이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는 2,800마일에 이르는 
여행으로 40일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밍크고래(Balaenoptera acutorostrata)
밍크고래는 가장 작지만, 수염고래 중
가장 많은 종입니다. 밍크고래들은 각
지느러미 발에 있는 하얀색 띠가 그 윗
부분의  회색과 대비되는 것으로
특징 지 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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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1,645종 이상의 동물이 사운드에 서식하고 있습니다.오늘 
여러분께서 무엇을 보았는지 체크해보세요!

오늘의 26 빙하 크루즈

“최고의 관광 경험"으로 뽑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