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캘거리 캔모어와 카나나스키스 컨트리까지
캘거리에 도착해 캠핑카(RV)를 대여하세요. 도시를 떠나기 
전, 꼭 T&T 아시안 슈퍼마켓, 코업, 세이프웨이, 소비, 리얼 
캐내디언 슈퍼스토어나 월마트 슈퍼센터와 같은 유명 
슈퍼마켓에 들러 캠핑에 필요한 식료품을 미리 구입하세요.

캔모어까지 드라이브 즐기기: 캘거리에서 카나나스키스 컨트리로 
가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에는 여러 주립공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캔모어 마을에는 숙박 시설, 음식점, 상점이 많습니다. 캘거리에서 
캔모어 − 45분

캔모어 탐방: 캔모어는 산악 지대를 배경으로 맛있는 음식과 
문화, 예술까지 갖춘 활기찬 친환경 마을입니다. 시내에는 
상점과 갤러리가 많이 있으니 꼭 들러 현지 및 캐나다의 예술품과 
공예품을 쇼핑해 보세요. 

스튜어트 크릭과 실버팁에서 즐기는 골프: <골프 다이제스트>
지의 4.5 스타를 받은 스튜어트 크릭은 멋진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버팁의 멋진 18홀 코스는 한 번 라운딩하는 데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이킹: K-Country에는 난이도가 다른 다양한 하이킹 코스들이 
있습니다. 트레일은 대부분 캔모어 마을에서 출발합니다.

캔모어 노르딕 센터: 캐나다 로키 산맥 최고의 산악 자전거 코스는 
아마 이곳의 100km 트레일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하이킹으로 그래시 레이크까지 가서 수영을 해도 
좋습니다.

헬리콥터 투어: 카나나스키스 지역 헬리콥터 투어에서 조망하는 
산봉우리, 은빛 호수, 무성한 푸른 숲과 반짝이는 빙하의 풍경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페스티벌: 8월과 9월에는 모든 여행객이 좋아하는 각종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캔모어 포크 뮤직 페스티벌, 카나나스키스 화이트워터 
페스티벌, 카나나스키스 마운틴 페스티벌과 캔모어 하이랜드 게임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세요.

승마: 이 아름다운 전원 지역을 탐방하는 데 승마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2시간 승마 체험부터 7일에 걸친 목장 체험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누: 수정처럼 맑고 푸른 호수에서 카누를 타 보지 않고서는 
카나나스키스 여행을 논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 카누 투어에는 
평화로운 카누 여행에 앞서 간단한 노젓기를 배울 수 있는 강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캔모어에서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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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View Camping
Location: Calgary
Directions:  3 KM E of Calgary City Limits 
on Hwy 1
Phone: 1.403.293.6640
Website: http://www.calgarycamping.com

Calaway RV Park & Campground
Location: Calgary
Directions: 10 km W of Calgary on Hwy. 1
Phone: 1.403.249.7372
Website: http://www.calaway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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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루트
이 전통 알버타 투어는 에드먼튼에 있는 북미 최대의 몰에서 쇼핑을 하고 캐나다 로키 산맥의 고대 
빙하 위를 걸어보며 캘거리에서 세계 최대의 로데오를 즐기는 코스입니다.



2일
밴프 국립공원
밴프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이 활기찬 산악 마
을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박물관, 수준 높은 아트 갤
러리와 환상의 요리가 있는 문화의 오아시스입니다. 
캔모어에서 밴프 – 20분

밴프 탐방: 대표적인 명소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의 메인 
스트리트 혹은 고급 부티크와 갤러리에서 쇼핑을 즐기세요. 
메이플 리프 그릴이나 바이손 레스토랑에서 지역 음식을 
맛보는 것도 좋습니다.

레이크 미네완카에서 즐기는 밴프 보트 크루즈: 밴프 
마을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수정처럼 맑고 푸른 산악 
호수에서 크루즈를 즐겨보세요. 투어 중에 현지 야생동물, 
원주민의 신화, 초기 등산가와 고대 빙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밴프 곤돌라: 설퍼 산 정상까지 밴프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6개 산맥과 까마득히 아래에 있는 밴프 마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샌슨스 피크까지 길을 따라 
짧은 하이킹을 즐기고 야생동물도 구경해 보세요.

케이브 앤 베이슨 국립 역사 유적지: 최근 복원을 마친 이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 탄생으로 
이어진 1883년의 온천 발견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 밴프에 왔다면 유명한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에 몸을 담그는 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천연 
미네랄 온천과 아름다운 고산의 에너지가 가득한 스파 
트리트먼트로 몸과 마음은 물론 정신까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존스톤 협곡: 흐르는 급류 위에 있는 좁은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으며 이 멋진 협곡을 감상해 보세요. 유명한 
잉크 팟으로 가거나 로어 또는 어퍼 폭포로 가는 하이킹의 
감동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야생동물 투어: 야생동물 사파리나 가이드 투어는 산양, 
엘크, 곰 등 밴프 국립공원의 현지 야생동물에 대해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야생동물들이 물을 마시고 먹이를 
찾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기에 가장 좋은 저녁 
시간에도 투어가 있습니다.

페스티벌: 6월부터 8월 말까지 열리는 서머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시가 펼쳐집니다. 6
월에는 연례 밴프 마라톤과 밴프 국립공원 바이크 페스트가 
있어 스포츠 애호가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럭셔리 스파 트리트먼트: 페어몬트 윌로우 스트림 스파나 
레드 어스 스파에서 호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테라피 
트리트먼트를 즐기세요.  

밴프에서 1박

Bow River Campground
Location: Kananaskis
Phone: 1.403.673.2163
Website: http://www.albertaparks.ca

Willow Rock Campground
Location: Kananaskis
Directions: In Bow Valley Provincial Park
Phone: 1.403.673.2163
Website: http://albertapark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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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ring Creek RV Campground
Location: Canmore
Directions: In Canmore
Phone: 1.403.678.5111
Website: http://www.springcreekrv.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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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레이크 루이스
밴프 국립공원에 있는 레이크 루이스는 연중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보우 밸리 
파크웨이(1A번 고속도로)를 타고 전망 포인트마다 
잠시 멈추어 절경을 감상해 보세요. 
밴프에서 레이크 루이스 – 1시간

모레인 레이크: 텐 픽스 밸리에 위치한 이곳은 빙하수로 
이루어진 호수변을 따라 가볍게 걸으며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루이스: 카누를 대여해 호수를 건너 빅토리아 빙하가 
시작되는 곳까지 노를 저어보거나 호반을 가볍게 거닐며 이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보세요.

전통 유산 가이드 프로그램: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 
체험은 자연 애호가라면 필수 코스입니다. 여름 어드벤처 
하이킹과 카누 여행은 공인 자연학자가 가이드를 합니다. 

레이크 루이스 곤돌라: 해발 2,088m까지 올라가는 
곤돌라로서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자리한 최고의 회색 곰 전망 
포인트 몇 군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도보 투어는 
야생동물 자료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아그네스 티 하우스 하이킹: 레이크 루이스에서 
출발하는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입니다. 산 정상에 있는 
레이크 아그네스 티 하우스에서 맛있는 티와 스콘을 먹는 
즐거움까지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레이크 루이스에서 1박

Tunnel Mountain Village II
Location: Banff
Directions: 2.5 km NE of Banff townsite  
on Tunnel Mountain Rd.
Website: http://www.pc.gc.ca/ban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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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Louise Trailer Campground
Location: Lake Louise
Directions: in Lake Louise on Hwy. 1
Website: http://www.pccamping.ca

9

10 Protection Mountain
Location: Banff/Lake Louise
Directions: 11 km W of Castle Junction  
on Hwy. 1A
Website: http://www.pc.gc.ca/banff

Johnston Canyon
Location: Banff
Directions: 26 km W of Banff  
townsite on Hwy. 1A
Website: http://www.pc.gc.ca/banff

Two Jack Lakeside
Location: Banff
Directions: 12 km NE of Banff  
townsite on Lake Minnewanka Road
Website: http://www.pc.gc.ca/banff



4일
재스퍼 국립공원
높이 솟은 산봉우리, 청록빛 호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야생지대와 근사한 산악 마을에 둘러싸인 산 속 
휴양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이 바로 캐나다 최대의 
로키 산맥 공원인 재스퍼 국립공원입니다. 
레이크 루이스에서 재스퍼 – 3시간 반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레이크 루이스에서 세계 10
대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인 환상적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세요. 보우 레이크, 
페이토 레이크, 위핑 월, 선왑타 폭포, 아타바스카 폭포를 
비롯한 포토존에 잠깐 들러 근사한 사진을 촬영해 보세요. 
이 길을 따라 가면 100개가 넘는 빙하를 볼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글래시어 어드벤처 및 글래시어 
스카이워크 익스피리언스: 아타바스카 빙하는 레이크 
루이스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형 바퀴가 달린 거대한 익스플로러 버스를 타고 빙하로 
이동합니다. 반짝거리는 빙하와 험준한 산봉우리의 
멋진 전망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글래시어 스카이워크는 
빙하가 빚어낸 계곡에서 280m 높이에 있는 유리 바닥 
전망대입니다. 

재스퍼 탐방: 모험으로 가득 찬 정통 산악 마을 
재스퍼에서는 현지인들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낄 수 있어 
모험을 떠나기 전 휴식처로 매우 좋습니다.

재스퍼 스카이트램: 캐나다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공중 
케이블카이며 직원이 탑승하여 안내합니다. 6개 산맥, 
빙하 호수, 아타바스카 리버, 경치 좋은 재스퍼의 산악 
마을이 어우러진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킹과 등반: 재스퍼의 암벽 등반 코스는 캐나다의 정통 
등반 코스 중 하나입니다. 마운트 이디스 카벨은 도전해 
볼 만한 등반 코스로서 숨 막힐 듯이 아름다운 계곡과 호수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휘슬러 산을 등반한 다음 
트램을 타고 풍경을 감상하며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찰: 재스퍼 국립공원에는 곰, 큰뿔산양, 엘크, 
무스, 쿠거, 늑대, 비버 등 정말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관찰 장소를 짚어가는 가이드 야생동물 
투어도 추천합니다. 

멀린 레이크에서 즐기는 스피릿 아일랜드 크루즈: 
캐나다 로키 산맥의 호수 중 풍경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이곳에서 90분간의 크루즈 여행을 즐겨보세요. 크루즈 
여행 중반쯤 스피릿 아일랜드에 잠시 들릅니다. 이곳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멋진 포토존 중 하나랍니다. 

멀린 협곡: 재스퍼 남쪽으로 불과 10km 거리에 이런 
놀라운 지형이 있습니다. 6개의 다리를 지나는 굽이진 
해설 트레일을 따라 가며 좁은 석회 협곡을 가르는 힘찬 
물살을 감상해 보세요. 

피라미드 레이크: 카약, 요트, 카누, 크루즈를 타고 물가에 
있는 비버와 엘크를 찾아보세요.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2km 트레일을 걷다가 목재 다리를 건너 피라미드 
섬으로 이동해 헤리티지 파빌리온에서 피크닉 점심을 
드셔보세요.

메디슨 레이크: 대머리 독수리와 물수리가 나무에 둥지를 
틀고 곰, 큰뿔산양, 무스와 사슴이 해안을 따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여름은 야생동물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가을이 되면 호수의 물이 멀린 
협곡까지 이어지는 천연 지하 동굴계로 빠져 호수의 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별 관측: 재스퍼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밤하늘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자리와 행성, 
은하수를 제대로 보려면 가이드 투어를 추천합니다.

재스퍼에서 1박

Whistler’s Campground
Location: Jasper
Directions: 5.4km south of Jasper
Phone: 1.780.852.6297
Website: http://www.pccamping.ca

11 12 Wapiti Campground
Location: Jasper
Directions: 5.4km south of Jasper
Phone: 1.780.852.6297
Website: http://www.pccamping.ca



5일
에드먼튼
연간 50개가 넘는 축제가 열리는 에드먼튼은 북미 
최대 규모의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복합 시설이 
있으며 초원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 
공간입니다.  옐로헤드 하이웨이는 험준한 로키 
산맥을 지나 침엽수림과 황금 들녘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재스퍼에서 에드먼튼 – 4시간

쇼핑 지구: 유서 깊은 올드 스트랫코나에 자리한 각각의 
부티크들과 124번가의 미술관 10여 곳이 있는 유명한 
쇼핑 지역입니다. 팁: 주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에드먼튼 몰: 작은 도시에 맞먹는 크기인 웨스트 
에드먼튼 몰은 유행의 첨단을 걷는 로컬 디자이너 및 세계 
최고 브랜드를 갖추고 있으며 800개가 넘는 상점, 시설 및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식사: 에드먼튼의 음식은 이 도시처럼 다문화적이고 
다채로우며 창의적입니다. 퓨전 요리, 에스닉 요리를 
결합한 메뉴에서부터 색다른 방식으로 만든 프레리 
가정식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답니다.

알버타 아트 갤러리: 국제 여행 박람회와 인기 있는 심야 
아트 파티가 열리는 최첨단 갤러리입니다. 외관과 실내 
모두 개성이 넘치게 건축되어 에드먼튼 예술 지구의 
랜드마크로 불립니다. 

알버타 의사당: 알버타의 주도 중심에 있는 웅장하고 유서 
깊은 의사당을 무료 가이드 투어로 둘러보세요. 

윈스턴 처칠 광장의 페스티벌: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이 열린 광장은 여름 페스티벌 시즌이면 거리의 음악가, 
예술가, 셰프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더운 날에는 가족들이 
분수에서 물장구도 치고 차가운 풀장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힙니다.

하이 레벨 브리지 전차 투어: 아름답게 복원된 빈티지 
전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의상을 차려 입은 가이드가 전차와 이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가 다리를 지나며 보는 에드먼튼 
리버 밸리의 풍경은 장관을 이룹니다.

세그웨이 투어: 에드먼튼 리버 밸리를 따라 가이드 투어를 
해보세요. 노스 사스카츄완 리버를 따라 길게 이어진 
22개의 공원을 지나는 145km의 트레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엘크 아일랜드 국립공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사시나무 
공원으로 드라이브를 떠나 야생동물을 관찰하세요. 사슴, 
무스, 숲 들소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초원 들소 떼를 볼 
수 있습니다.

에드먼튼에서 1박

6일
에드먼튼 출발 비행편

Camp’n Class RV Park
Location: Edmonton
Directions: Off Hwy 16A
Phone: 1.780.963.2299
Website: www.campinclass.com

13 14

15

Shakers Acres
Location: Edmonton
Directions: W city limits at Winterburn Rd 
exit, off Hwy 16A
Phone: 1.780.447.3564
Website: www.shakersacresrvpark.com

Rainbow Valley Campground
Location: Edmonton
Directions: off Whitemud Fwy at 119 St.
Phone: 1.780.434.5531
Website: www.rainbow-valley.com



RV 대여
Canadream Campers  
Nation Wide Rentals 
Calgary & Edmonton 
canadream.com   
cbryan@canadream.com  

Fraserway RV Rentals 
Calgary & Edmonton 
fraserway.com   
lineke@fraserway.com

Cruise Canada  
& Cruise America RV 
Calgary  
cruise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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