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포트 캠핑
목재 바닥, 난방, 침대, 바베큐 시설, 조리 도구가 모두 갖춰진 텐트에
서 캠핑을 즐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게다가 텐트는 이미 설치되어 있
답니다. 전용 데크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알버타 
공원 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컴포트 캠핑을 즐겨보세요. 일부 캠핑장
에서는 베개와 침구도 제공하므로 캠핑에 꼭 필요한 용품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절약되었으니 바베큐용 최고 등급 알버타 
스테이크, 숯불에 구워 먹을 마시멜로, 별을 관측하는 동안 마실 핫초
콜릿으로 채워보세요. 컴포트 캠핑 텐트에는 최대 4명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

1  Dinosaur Provincial Park 
Brooks - Comfort Camping 
albertaparks.ca/dinosaur/information-facilities/camping/
comfort-camping

2  Miquelon Lake Provincial Park 
Camrose - Comfort Camping 
albertaparks.ca/miquelon-lake/information-facilities/
camping/comfort-camping

3  Writing-on-Stone Provincial Park 
Writing-on-Stone - Comfort Camping 
albertaparks.ca/writing-on-stone/information-facilities/
camping/comfort-camping

4  Wyndham-Carseland Provincial Park 
Carseland  - Comfort Camping 
albertaparks.ca/wyndham-carseland/information-
facilities/camping/canvas-wall-tent

유르트
아늑한 퀸사이즈 침대에 누워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을 바라보세
요. 천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밤하늘은 알버타 공원 관리청의 유르
트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안락 의자에서 편안
하게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전용 목재 데크는 또 다
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유르트는 단열 처리된 원형의 캔버스 텐트와 
유사한 구조이며 침대, 소파, 식탁 및 의자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침구, 수건, 세면도구만 챙겨오세요. 주방에는 조리 도구와 그릇이 준
비되어 있어 바베큐는 물론, 직접 만들어 온 요리를 즐기는 데도 문제 
없습니다. 가져온 모든 식료품과 아이스크림은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
세요.  유르트는 크기에 따라 4~8명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 

5  Pigeon Lake Provincial Park 
Pigeon Lake - Yurt 
albertaparks.ca/pigeon-lake/information-facilities/
camping/comfort-camping

이번 여름 짐에 대한 부담은 덜고 알버타로 캠핑을 떠나보세요. 컴포트 캠핑, 유르트, 오텐틱 또
는 티피 중에서 원하는 숙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캠핑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텐트, 침낭 및 각종 장비를 대여해 보세요. 

편안한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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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텐틱
캐나다 국립공원 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오텐틱으로 대자연 속에
서도 가정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오텐틱은 텐트와 A 프레임 
오두막을 완벽히 합쳐놓은 모습입니다. 견목 바닥에 캔버스 벽
과 전기를 갖춘 목재 프레임 숙박 시설에 머물러 보세요. 아늑하
면서도 견고한 이곳에서 나무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동틀 녘 지저귀는 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텐틱은 거실
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으며 퀸사이즈 침대 2개, 더블 베드, 식탁 
및 의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캠핑을 즐기려면 침낭, 
스토브, 조리 기구, 그릇, 조리 도구 및 데크 의자를 가져오세요. 
오텐틱은 최대 6명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

6  Two Jack Lakeside Campground  
Banff - oTENTik 
pc.gc.ca/voyage-travel/hebergement-
accommodation/otentik.aspx

7  Whistler’s Campground 
Jasper - oTENTik 
pc.gc.ca/voyage-travel/hebergement-
accommodation/otentik.aspx

티피
별빛 아래에서 잠을 청해보세요. 전통 티피에 누워 알버타의 문
화 유산을 느껴보세요. 티피는 캔버스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면에 커다란 입구가 나 있어 야외 캠핑으로 자연을 즐기면서
도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일부 캠핑장에서는 침대, 아기 침대 또
는 편안한 수면 매트를 제공합니다. 모든 캠핑 장비와 물품 및 침
구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일부 캠핑장에서는 원주민 프로그램 
및 장비 대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티피는 크기에 따라 2~12명
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

8  Crandell Mountain Campground  
Waterton - Tipi Camping  
pc.gc.ca/eng/pn-np/ab/waterton/activ/activ3.aspx

9  Rocky Mountain House National Historic Site 
Rocky Mountain House - Tipi Camping & Heritage 
Camping pc.gc.ca/eng/lhn-nhs/ab/rockymountain/ 
activ/camping.aspx

10  River Grove Campground & Cabins 
Drumheller - Tipi Camping 
camprivergrove.com/tp

11  Sundance Lodges 
Kananaskis - Tipi Camping 
sundancelodges.com

12  Elk Island Retreat 
Elk Island - Tipi Camping  
elkislandretreat.com

13  Old Entrance BnB 
Jasper - Tipi Camping 
oldentrance.ab.ca/accommodations.html

14  Legendary Tours  
Head-Smashed-In Buffalo Jump - Tipi 
Camping 
legendarytravels.net/Sub_pages/indextip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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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i Camping  
Jasper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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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장비 대여
다양한 아웃도어 어드벤처 회사에서 맞춤형 캠핑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알버타에서 텐트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텐트, 침낭, 손전등, 쿨러, 그릇, 의자, 주전자, 커피 프레스 등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장비가 구비
되어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캠핑장까지 장비를 배달하고 설치까지 해 드립니다. 오지 탐험을 원하
는 경우 백팩을 대여하거나 하이킹 장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niversity of Calgary 
Calgary - Equipment Rental 
ucalgary.ca/outdoorcentre/rental

MEC Calgary 
Calgary - Equipment Rental 
mec.ca/AST/ContentPrimary/Services/Stores/Calgary.jsp

MEC Edmonton 
Edmonton - Equipment Rental 
mec.ca/AST/ContentPrimary/Services/Stores/Edmonton.jsp

Jasper Source for Sports 
Jasper - Equipment Rental 
jaspersports.com/summer-rentals

Bactrax Camping Rentals 
Banff - Equipment Rental 
campingbanff.com

Rent eh Tent 
Edmonton - Equipment Rental 
renteh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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