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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night Sun: A Unique Travel Experience
 
Explore the exceptional beauty of the midnight sun 
this summer!
 
In the summer, the regions north of the Arctic Circle 
such as Canada, Greenland, Finland, Norway, 
Russia, Sweden, and Alaska enjoy between one 
and two months of midnight sun a very long period of 
constant daylight. 

During this period, the light of the midnight sun 
gives the landscape a magical look. 

And what's more, you can experience many 
wonderful things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ime it is!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We provide a variety of midnight sun tour programs 
for both nature lovers and culture lovers. 

Just check out our programs to find out what's best 
for you!

Midnight Sun: A Unique Travel Experience

이번 여름에는 백야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탐험해 
보세요!

여름에 캐나다, 그린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
덴, 알래스카와 같은 북극권의 북쪽 지역에서는 한
두 달가량의 백야(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일광이 비
치는 기간)가 옵니다. 

이 기간 동안 백야의 빛은 황홀한 풍경을 선사합니
다. 

게다가, 여러분은 몇 시인지 걱정할 필요 없이 다양
하고 멋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 애호가와 문화 애호가 모두를 위한 다
양한 백야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
는 상품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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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EGIAN FJORDS
Departure (Incheon, Korea) : June 6, 201x
Arrival (Incheon, Korea) : June 13, 201x
Rating: ★★★★☆ (56 reviews)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on itinerary & 
booking

Enjoy long summer nights in Norway while 
exploring its spectacular coastline.

Its unique geological shape, which is called a "fjord," 
is formed by glacier activity over several ice ages. 

The beautiful fjords along with fishing villages, 
magnificent mountains, and islands are a perfect 
setting for a summer adventure. 

The long coast offers a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midnight sun cruises, whale watching, and deep-sea 
fishing. 

You also have an opportunity to visit many charming 
towns and fishing villages along the coast. 

If you love fishing, you can go out to the sea in the 
middle of the night. 

Fishing under the magical light from the midnight 
sun will be an experience you can never forget!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노르웨이에서 장관을 이루는 해안지대를 탐험하면
서 긴 여름 밤을 즐겨보세요.

‘피오르드’라 불리는 그곳의 독특한 지질학적 형태는 
수차례의 빙하기에 걸친 빙하 활동으로 형성됩니다. 

어촌 마을들과 웅장한 산, 섬들과 함께 어우러진 아
름다운 피오르드는 여름날의 모험을 위한 완벽한 
무대입니다. 

긴 해안은 백야 유람선 여행, 고래 관찰 여행, 심해 
낚시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은 또한 해안을 따라 위치한 매력적인 도시
들과 어촌 마을을 방문할 기회도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신다면, 한밤중에 바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백야의 황홀한 빛 아래서의 낚시는 여러분에게 절
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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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er Reviews

55: I was there last summer, and it was just 
wonderful! 

This is the perfect place to help you get away from 
your busy life and enjoy true relaxation.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is package.

56: I loved this place, too. Just one tip: Don't forget 
to bring a warm jacket. It can become a bit cold at 
night even under the sun. :)

DOG SLEDDING IN GREENLAND
Departure (Incheon, Korea) : June to, 2o1x
Arrival (Incheon, Korea) : June 18, 201X 
Rating ★★★★☆ (43 reviews)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on itinerary & booking

Tired of repeating the same old leisure activities 
whenever you go on vacation? 

Then how about trying something different for a 
change, like dog sledding? 

In Greenland, we have a special adventure ready for 
you. 

Dog sledding is just one of the most exciting 
experiences you can have here. 

Dog sledding is a classically Greenlandic way to 
travel, and also an old form of transportation. 

<여행자 후기>

55: 지난 여름에 거기 갔는데요, 정말 멋졌어요! 

이곳은 당신이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
을 즐기게 해 줄 완벽한 장소예요. 저는 단연코 이 
상품을 추천하겠습니다.

56: 저도 이곳이 정말 좋았어요. 한 가지 귀띔을 드
리자면, 따뜻한 재킷을 가져가는 것 잊지 마세요. 햇
빛 아래인데도 밤에는 약간 추워질 수 있습니다. :)

그린란드에서 개썰매 타기

휴가를 갈 때마다 똑같은 레저 활동을 반복하는 데 싫
증 나셨죠? 

그렇다면 기분전환 삼아 뭔가 다른 것, 이를테면 개썰
매 타기 같은 걸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그린란드에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모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썰매 타기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해 볼 수 있는 흥미
진진한 체험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개썰매 타기는 그린란드의 고전적인 여행 방법이자, 
오래된 형태의 교통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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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 sledding is more common in the winter, but we 
do offer dog sledding tours in the summer as well. 

What a way to enjoy the scenery of the midnight 
sun!

During the ride, you can enjoy a breathtaking view 
w h i l e ( x )

of the icebergs in the Disko Bay area. 

If you are lucky, you might also spot the magnificent 
humpback whales playing in the waters.

42: You can pick an option where you can learn how 
to drive the dog sled yourself. 

My friend and I had a brief lesson, and then had a 
two-hour ride for ourselves. 

We were nervous at first, but once we got used to 
it, it was a piece of cake! 

The dogs were fascinating. They didn't run too fast, 
so that we could fully appreciate the spectacular 
scenery around us. 

It was a truly memorable experience.

43: Driving the dog sled was really cool. Don't miss 
it! I would definitely do it again. :)

번역

개썰매 타기는 겨울에 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만, 저희
는 개썰매 관광을 여름에도 제공합니다. 

백야의 경치를 즐기는 얼마나 멋진 방법입니까! 

썰매를 타는 동안, 여러분은 디스코 만 지역에 있는 빙
산들의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여러분은 멋진 혹등고래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는 걸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42: 개썰매를 직접 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선택 관광
을 고를 수 있어요. 

제 친구와 저는 간단한 교습을 받고 나서 두 시간 동
안 저희 힘으로 썰매를 탔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일단 익숙해지자 식은 죽 먹기 
였어요! 개들은 매혹적이었어요.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서, 저희는 주위의 장엄한 풍경
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어요.

43: 개썰매를 모는 건 정말 멋졌어요. 놓치지 마시길! 
전 반드시 또 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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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IN ST. PETERSBURG
Departure (Incheon, Korea) : June o4, 2o1x
Arrival (Incheon, Korea) : June 14, 201X
Rating : ★★★★☆ (87 reviews)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on itinerary & booking

The best time to visit St. Petersburg is during the 
famous White Nights Festival. 

During this time, the sun sets only for a brief period 
of twilight, and the streets stay alive around the 
clock. 

The buildings painted in pastel shades of green, 
pink, and yellow become even more beautiful and 
charming. 

A variety of cultural events are also held to celebrate 
this summer twilight throughout the city. 

This will give you a rare opportunity to enjoy days 
and nights of endless art performances like ballets, 
operas, and symphonic concerts.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축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때는 유명한 
‘백야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입니다. 

이때는 해가 황혼 무렵의 짧은 시간 동안만 지고, 거
리는 24시간 내내 활기가 넘칩니다. 

파스텔 색조의 초록, 분홍, 노랑으로 칠해진 건물들은 
한층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도시 전역에서 이런 여름의 어스름한 빛을 축하
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립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밤낮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발레, 오
페라, 교향악 연주회 등의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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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er Reviews

86: Too many things to see and enjoy! Just be sure to 
go to bed on time because you may lose your sense 
of time. Otherwise you'll get worn out.

87: As a classical music fan, l loved the world-class 
performances every night! 

The White Nights Festival is a great chance to enjoy 
both nature and culture.

Q&A
221: I’m interested in your midnight sun tours, but I 
don't have time to travel in the summer. Do you offer 
the same tour packages in the winter as well? 
(angel***)

↳ We are afraid we don't. In fact, the midnight sun 
occurs only during the summer months. 

But we do have different, but equally wonderful tour 
programs in the winter. 

For two to three months in the winter, the sun stays 
below the horizon for most of the day in northern 
Scandinavia. 

<여행자 후기>

86: 보고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시간 감각을 잃어
버릴 수 있으니까 꼭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세
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지쳐버릴 거예요.

87: 클래식 음악광인 저는 매일 밤 열리는 세계적 수
준의 공연들의 정말 좋았습니다! 

백야 축제는 자연과 문화 둘 다를 즐길 수 있는 정말 
멋진 기회예요.

221: 저는 귀사의 백야 여행 상품에 관심이 있지만, 
여름에는 제가 여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같
은 여행 상품을 제공하나요?

유감스럽게도 겨울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 백
야는 여름 동안에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여름의 프로그램과는 다르지만 그만
큼 멋진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겨울에 두 세달 동안, 북부 스칸디나비아에는 태양이 
하루 종일 지평선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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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is period of time, you can enjoy the polar 
night. The snow covers the landscape, beautifully 
reflecting the light of the stars above. 

The spectacular scene of the Northern Lights is also 
something to see. 

Check out our winter tour programs for more 
information! (Tours)

22: I’m planning to go to Greenland this summer, but 
I'm a little concerned about plan getting sleep at 
night. 

Could you give me some tips on what I need to do to 
avoid having sleeping problems there? (willy***)

↳ We understand your concerns, but hotels take 
measures to make your stay as comfortable as 
possible. 

Rooms in the local hotels have dark curtains to shut 
out light from outside. 

They also provide sleep masks. We do advise you, 
however, to set aside time to sleep since you may 

b e c a u s e

lose track of time while having too much fun! (Tours)

번역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극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눈이 사방을 덮어 하늘 위의 별빛을 아름답게 반사합
니다. 

북극광의 장엄한 풍경은 정말 볼거리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겨울 관광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222: 이번 여름에 그린란드에 가려고 계획 중인데요, 
밤에 잠드는 게 좀 걱정이에요. 

거기서 수면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
언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고객님의 염려 이해합니다. 하지만 호텔에서는 고객
들이 가능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
다. 

지역 호텔의 객실에는 외부로부터 빛을 차단하기 위
해 암막 커튼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수면용 안대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너무 신나게 즐
기시는 사이에 때를 놓칠 수 있으니, 수면 시간을 따
로 정해두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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