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웨이

관광 명물
Monster Energy Compound
미드웨이 탈것 & 놀이
웨스트젯 스카이라이드
극한 스릴 라이드(스카이 스크레이퍼, 슬링샷)
N.A.M.E. 방문객 서비스 부스
스탬피드 스토어
BMO Kids’ Zone
• 묘기 농구 & 프리스타일 축구
• 퍼피구조대

12 AVE

12 AVE

캐나다군 전시
스탬피드 복권
• Rotary Dream Home (홈 투어)
• Kinsmen Wheels (경품 텐트)
판매 부스: Rotary Dream Home
Kinsmen Wheels & Split ‘Em 50

OLYMPIC WAY

MACLEOD TRAIL

COWBOYS
CASINO
EMPLOYEE
SERVICES

30

15

16
17

Olympic 입구

THE GREAT FUNTIER/
어린이 미드웨이
37
39

90

32

29

31

엘보강 캠프

43

28

23

STAMPEDE
CORRAL

22

44

3

39

13

13

17 AVE
13 12

19

18

51

17
53
7
13
11

AGRICULTURE
빌딩

54
NUTRIEN WESTERN
EVENT
CENTRE

D

75

22
22

엔터테인먼트
코카콜라 무대
라이브 음악 & 공연

23

먹거리/식사
독립 벤더

22

관광 명물
Ag Building 또는 Barns
• Horse Haven
• Country Critters
• 짐수레말
• 가축 전시
• 버드와이저 클라이즈데일 (GreatFUNtier)
Victoria Pavilion (Shepherd's Haven)
• 100주년 기념
Northern Lights Arena
• Equine Demostrations
Country Trail
• Draft Horse Town
• Blacksmith Showcase
Nutrien Western Event Centre
• Nutrien Ag-tivity in the City
• Robson Room Private Suites
• The UFA Cattle Trail
• Agriculture Competitions
• Sheep Showcase
• Swine Showcase
• 국제 농업 부스
• Bulls After Dark (입장권 요함)

TRAILBLAZER
CENTRE

엔터테인먼트
Nashville North
Live Music and Performances

50

51
52

54

27
27

엔터테인먼트
스탬피드 로데오
GMC Rangeland Derby (취사마차 경주)
인필드/스위트/남쪽 인필드
Bell Grandstand Show

70
70
70
70

먹거리/식사
스탬피드 매점
Clubhouse Rustic Kitchen
ranahans (회원 전용)
30X Saloon (사적 기능)
The Lazy S (입장권 요함)
Paddock Balcony (프라이빗 서비스)
Rangeland Tent (사적 기능)
Plains Midstream Junction

71
71
71
72
73
72
74
75

TICKETS
관람권 판매소 (이벤트 관람권)

76

쇼핑
독립 소매업소
스탬피드 스토어
Lammle’s Western Wear

엘보강 캠프 Enbridge 제공

관광 명물
해설 프로그램
• 미술 & 공예
• 해설 투어
• 티피 협의회(Council Tipi)
제7조약 퍼스트네이션스 문화 전시
• 역사 이야기 & 놀이
• 티피 세우기 대회

먹거리/식사
Food Kiosks
Palm Bay Patio

엔터테인먼트
무대
• 파우와우 춤
• 문화 공유
• 부족의�날

90

91

먹거리/식사
Bannock Booth

91

BMO ATM

D
IEL
INF

70

휠체어, 유모차
& 보관함 대여
캘거리 경찰서

30

ATCO 미아보호소

74

장애인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쇼핑

지정 흡연 구역
관광버스 주차장

•

놀이

•

휴식

•

탐험

29
33

녹지/소풍 구역/벤치

흡연 및 베이핑 지침

27
32
30
33
27

GRANDSTAND (이벤트 관람권 요함)

45

택시

25 AVE

쇼핑
스탬피드 스토어
The Market
• 독립 소매업소

51
53

CTrain

Erlton 입구

먹거리/식사
Cocktails at Kitchen Theater
Mott’s Clamato Caesar House
Wine Garden
Palm Bay Hideaway
음식 매점

전화

DST
GR

AN

ERLTON역

관광 명물
웨딕빌
Rotary House (사적 기능)

분실물 센터

17
13

코카콜라 무대/웨딕빌

수유실

AN

76

10

19

화장실

71

72

공원 범례

쇼핑
Lammle’s Western Wear

구급 센터

73

17

52

먹거리/식사
Bar Nineteen Twelve
18
The Big Four Roadhouse (수제 맥주, 바비큐, 와인/위스키)
The Range International Food Market (아래층)
The Big Four Cookhouse

먹거리/식사
The Ag Grill
AB Milk & Cookies Shack

NASHVILLE NORTH

스탬피드 안내 & 방문객 서비스

16

3

44
44

50

15

9

43

37
1

13

44

엔터테인먼트
Virgin Mobile Stampede Concert Series
Calgary Stampede Showband (The STEPS)
Performances

엔맥스 공원
(ENMAX PARK)

7

8

관광 명물
The STEPS

먹거리/식사
Chrysler Club
Dutton’s

4

2

SCOTIABANK SADDLEDOME
91

관광 명물
PLAY @The Market
33
Maker Market
27
Kitchen Theatre
27
The Dog Bowl의 Canine Stars 쇼 (Stampede Corral)
28
Stampede Talent Search (Boyce Theatre)
29
스탬피드 복권
27
• Rotary Dream Home (판매 부스)
• Kinsmen Wheels (Truck & Fifth Wheel 투어/판매 부스)
• Split ‘Em 50 (판매 부스)
Western Oasis
30
• Western Art Show
• Western Lifestyle Show
• Window On The West Stage
Grain Academy (Plus 15 walkway)
31

18

AGRICULTURE Presented by McDonald’s

관광 명물
미드웨이 탈것 & 놀이
Budweiser Clydesdales

27

관광 명물
The Big Four Roadhouse (라이브 음악 & 공연)
분실물 센터

쇼핑
독립 소매업소

MacDonald
Avenue 입구

45

스탬피드
정문

MACLEOD TRAIL

11
12
13

쇼핑
Lammle’s Western Wear - 메인 텐트
Lammle’s Western Wear (3개 지점)

스탬피드 본부
VICTORIA PARK
STAMPEDE역

1
2
3
4
7
8
9

10

먹거리/식사
Triple B (바비큐, 황소, 맥주)
독립 먹거리 벤더

BMO CENTRE/
STAMPEDE CORRAL

BIG FOUR

27

불꽃놀이 관람 구역

공원 지도는 중국어판, 한국어판,
일본어판 및 프랑스어판도 있으며
Stampede Guest Services
부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The Calgary Stampede는 모든 방문객 및 자원봉사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락을
위하여, 흡연을 할 때는 공원 전역의 편리한 위치에 설치된 지정 실외 흡연 구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The Calgary Stampede 구내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BMO ATM
먹거리/식사

구급 센터

스탬피드 안내 &
방문객 서비스

화장실
장애인 편의 시설

입장권 및 공원 안내 정보를 보려면 calgarystampede.com 을 방문하십시오

이 스티어 레슬링은 팀 경기는 아니지만, 다른 기승자가
소가 직선으로 달리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성과는 많은 부분 동료에 의해

소뿔 잡고 쓰러뜨리기 경기인 스티어 레슬링에
성공하려면 타이밍과 팀웍 그리고 힘이 필요합니다. 소가
반드시 먼저 출발해 출발선을 넘은 후 참가자 앞의 문이
열리며 이 문을 훼손할 경우 10초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티어 레슬링

8초 후 종료 경적이 울리기 전 실패하거나 고삐를
잡지 않은 손으로 말, 본인 또는 장비를 친 카우보이는
실격됩니다.

배어백은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종목으로 날뛰는
말의 어마어마한 힘을 거의 한쪽 팔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카우보이의 힘을 제대로 시험하는 대회입니다.
말과 기승자를 평가해 계산하는 점수는 총 100점이
만점입니다. 기승자는 말을 제어하고 타격을 가하는
기술을 평가받습니다. 날뛰는 말을 가장 잘 제어하며
박차를 가한 기승자에게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안장 없이 말을 타는 배어백은 지난 100년에 걸쳐
승마 장비와 방식이 변경되어 왔으나, 그 뿌리만큼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우보이는 풍습에
따라 손으로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가죽 끈을 잡고
최대한 발을 앞쪽으로 뻗어 가죽 끈 앞 말의 어깨
부위에 박차를 가합니다. 아주 특별한 모험인 배어백에
참여하는 기승자는 마치 토네이도를 헤쳐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어백

카우보이가 양손을 위로 들어 모든 과정이 끝났다는
표시를 하면 경기가 종료됩니다. 송아지가 묶인 채
심판이 묶인 상태를 확인하면 소요 시간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경기 진행 요원이 즉시 들어가 송아지를
풀어줍니다. 불필요한 거친 행위는 실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로데오 경기에서는 항상 송아지가 먼저
출발하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를 가로막은 울타리 문이 열립니다. 참가자가
대기 공간을 조기 이탈하거나 울타리 문을 훼손할 경우
10초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단 송아지가 밧줄에
걸리면 참가자는 말을 세워 내린 후 달려가 송아지를
측면이 바닥에 닿도록 눕히고 세 개의 다리를 묶습니다.
참가자가 이렇게 밧줄을 묶는 동안 말은 스스로 이동해
밧줄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밧줄로 송아지 묶기인 타이다운 로핑은 1900년대 초
시작한 후 오늘날까지 로데오 대회에서 가장 기술적인
종목입니다. 목장에서 일하는 카우보이의 일상에서
밧줄로 소를 묶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카우보이와 달리는 말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며 눈과 손의 뛰어난 협응력이 요구됩니다.

타이다운 로핑

황소 타기는 매우 뛰어난 균형 감각은 물론 상체와 다리의
힘을 요구합니다. 소를 타는 동안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평가 항목은 없지만 야생의 본능을 타고난 이 동물들을
맨손으로 탄다는 것만으로도 카우보이에게 충분히 험난한
일입니다.

튼튼한 밧줄을 황소의 몸통에 두른 후 손에 꼭 쥔 채
참가자는 본인보다 거의 10배는 무거운 동물이 날뛰는
동안 등에 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밧줄에
소방울을 달아 추로 사용하는데 기승자가 밧줄을 놓칠 때
다시 잡기 용이합니다.

황소 타기 종목인 불 라이딩은 불 라이딩(Bull Riding),
스티어 라이딩(Steer Riding), 브라마 라이딩(Brahma
Riding)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동일합니다.

불 라이딩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스탬피드 대회에서 이 종목의
챔피언이 탄생한 것은 1979년부터지만, 오랫동안 오전
경기와 어린이 경기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오후에 펼쳐지는 굵직한 쇼로 자리매김했고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는 여성에게는 100,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빠른 말을 타는 것만큼 말과 기승자 사이의 팀웍이
중요합니다. 쿼터 호스(Quarter horse) 종을 가장
선호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스피드를 내고 좁은 원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떤 말도 배럴 레이싱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여성 참가자를 위한 장애물 경주인 레이디스 배럴
레이싱은 전자 눈(electronic eye)을 사용해 100분의 1
초까지도 잡아냅니다. 경기 순서대로 기승자는 세잎
클로버 패턴으로 세 개의 장애물 주변을 원을 그리며
달립니다. 장애물 주변을 그리는 원이 작을수록 그리고
더 빨리 달릴수록 유리하지만, 장애물이 넘어지면
벌점으로 경기 시간에 5초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패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실격됩니다.

배럴 레이싱

낙마하거나 고삐를 잡지 않은 손으로 장비, 본인 또는
말을 치거나, 등자 또는 고삐를 놓친 참가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점수는 총 100점 만점으로 50점은 카우보이의 승마와
박차 기술에 부여됩니다. 나머지 50점은 말이 날뛰는
운동 능력을 평가합니다. 박차를 가하는 동작은
카우보이의 발이 닿는 야생마의 어깨 부위에서 시작하며
말이 날뛰면 기승자는 두 발을 안장 꼬리 또는 안장의
둥근 부위까지 당긴 후 야생마의 앞다리가 땅에 닿기 직전
다시 발을 뻗어 말의 어깨 부위에 타격을 가합니다.

야생마 타기인 새들 브롱크에는 스타일, 품위, 균형
그리고 리듬이 중요합니다. 기승자는 말 굴레에 부착된
고삐를 사용해 자세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참가자는
경기에서 탈 말이 뛰는 방식에 따라 사용할 고삐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삐가 너무 짧으면 카우보이가
말의 머리 위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새들 브롱크

스티어 레슬링은 1967년 카우보이가 말에서 뛰어 내려
뿔로 송아지를 잡은 후 뿔에 고무 리본을 달던 스티어
데코레이팅(Steer Decorating) 경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좌우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참가자는 송아지 옆으로
달려 말에서 뛰어 내려 송아지의 머리를 낚아챕니다.
오른팔 팔꿈치 안쪽으로 송아지의 오른쪽 뿔을 감싼 후
왼팔로 송아지 머리를 조입니다. 두 발로 땅을 밟아 흙 속
깊이 디딘 후 송아지의 움직임이 느려지면 레슬링을 한판
벌여 송아지를 뒤집습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니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 최종 결승에 오른 네 개 팀은 최종 상금 100,000달러와 캘거리 스탬피드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Showdown Round)행 티켓을 거머쥡니다.

• 그 외 참가자들은 와일드카드 새터데이(Wild Card Saturday)에서 마지막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 와일드카드 새터데이에서 승리한 두 팀은 쇼다운 선데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합니다.
• 쇼다운 선데이가 열리면 총 10팀이 준결승을 벌여 점수 및 소요 시간에 따라 우승한 네 팀이 쇼다운 라운드

결승 경기에 출전합니다.

• 풀A(Pool A)는 1일에서 4일까지, 풀B(Pool B)는 5일에서 8일까지 진행됩니다.
• 매일 열리는 대회마다 새로운 로데오가 탄생해 17,500달러의 상금을 거머쥡니다.
• 각 풀에서 상금을 수상한 네 명의 승자가 모여 여덟 팀을 구성해 쇼다운 선데이(Showdown Sunday)에 개최되는

타기), 불 라이딩(Bull Riding, 황소 타기), 타이다운 로핑(Tie-Down Roping, 밧줄로 송아지 묶기), 스티어 레슬링
(Steer Wrestling, 소뿔 잡고 쓰러뜨리기) 레이디스 배럴 레이싱(Ladies Barrel Racing, 여자 장애물 경주) 여섯
부문에서 경쟁을 벌일 자격을 보유합니다.

• • 세계 순위 상위 20위에 오른 참가자들은 새들 브롱크(Saddle Bronc, 야생마 타기), 배어백(Bareback, 안장 없이

상금 - 진행 방식

로데오

1초
배럴당
배럴당

아웃라이더가 올바른 여덟 가지 패턴
준수 실패
아웃라이더가 장애물을 넘어뜨림
아웃라이더가 장애물을 돌지 않음

최소

역마차 방해(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
라 다름)

1초

10초

5초

5초

영 캐나디언스 오브 더 캘거리 스탬피드(Young Canadians
of the Calgary Stampede: 세계 정상급 보컬과 최고의
안무가를 보유한 열정적인 공연 그룹)가 이브닝 쇼를
빛냅니다. 다양한 기술을 뽐내는 공연자들이 매년 이 젊은
그룹과 함께 멋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잊지 못할 엔터테인먼트.

그랜드스탠드 쇼

최소

배럴당
역마차가 장애물을 돌지 않음

역마차가 올바른 여덟 가지 패턴 준수
실패
역마차가 장애물을 넘어뜨림

1초

정지 또는 좌측 후륜 허브 줄 맞춤 또
최소
는 우측 일체 바닥 출발선 앞 정렬에 실
패 및/또는 출발 신호 전 출발선을 넘
은 역마차
장애물을 돌 때까지 짐칸에 스토브를
싣지 못한 역마차(일단 짐칸에 스토브
가 실린 후 스토브가 떨어지거나 내던
져질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2초

1초

경적(출발 신호)이 울리기 전 출발한 역 최소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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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해지고 아드레날린이 분출됩니다.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경기를 관람하노라면 심장이

네 개의 역마차가 최고 타이틀과 100,000달러의 상금을

직전 일순간 관중에 정적이 흐르며 긴장이 감돕니다.

경주를 벌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결승전 경적이 울리기

쇼다운 선데이에서는 최후의 네 팀이 결승전에서 야간

감시하기 때문에 경주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됩니다. 36개 팀의 선수들이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결승전에서는 드디어 루키(Rookie) 타이틀의 주인공이

라운드에서 우승을 거머쥔 모험담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90,000달러의 상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물론 1,2

준결승과 결승에 진출하는 선수들은 이틀 동안 하루에 거의

오릅니다.

네 팀이 선정되어 히트 7과 히트 9에 배정되어 결승전에

두 번의 준결승 경주에서 가장 빠른 시간을 기록한 상위

출전할 네 팀이 드디어 결정됩니다. 선정 방식은 간단하며,

세미파이널 새터데이가 끝나면 결승인 쇼다운 선데이에

장애물을 회전한 후 달려 승부를 가립니다.

상위 여덟 개 팀이 준결승 주자로 배정되며 이 선수들은

Saturday)로, 총 8일간의 대장정에서 기록된 합계 시간에서

9일은 준결승인 세미파이널 새터데이(Semi-Final

에게는 왕관이 수여됩니다.

Champion, 시간을 종합해 가장 빠른 기록을 달성한 선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애그리게이트 챔피언(Aggregate

이번에도 역시 장애물 돌기가 포함됩니다. 8일간의

일 동안 2라운드가 펼쳐져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히트를 다시 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4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되면 스탬피드에서 기록된 전체 소요

동안 경주 순서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돌아 경주를 벌이는 방식으로, 처음 4일

1초

가능한 한 공정한 경주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역마차는

부정 출발 또는 부정 출발 시도

2초

아웃라이더 완주 실패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각자에게 배정된 장애물을 한 바퀴 돌며 시작합니다.

1초

시간 미준수 아웃라이더

레인지랜드 더비에 입장했던 1923년 캘거리 스탬피드 바로

설득해 그들의 역마차를 몰고 사람들을 모아 최초의

설립자 가이 웨딕(Guy Weadick)이 몇몇 성업 중인 목장을

역마차 경주(Chuckwagon racing) 종목은 스탬피드의

역마차 경주

역마차

2초

아웃라이더가 리드 팀을 앞지름

2초

2초

1초

스토브가 땅에 떨어짐

아웃라이더

간단합니다. 극도로 흥분하는 네 마리의 서러브래드 말로 팀을 구성해 역마차를 끌고 출발선 앞에서 멈추고, 팀을
리드하는 두 명의 아웃라이더(말을 리드하는 유도마 기수로 각각 말을 타고 있음)를 따라 대열을 갖춰 스토브(stove,
출발 시 역마차 안에 실어야 함)를 준비하고 출발 경적이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GMC 레인지랜드 더비 규정을
따라 정확하게 협력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얇은 선이 있어 오류를 감지하며 선을 넘으면 10일째 열리는 결승전까지
150,000달러의 상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벌점 없이 10일간 경기를 진행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속도로 승부를 벌이고 상위 4위 안에 오르려면 벌점을 피해야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인지랜드 더비 규정

저녁 7시 45분 특별한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하는 더블헤더(연속해서 두 번 치르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적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면 GMC 레인지랜드 더비(GMC Rangeland Derby)의 화려한 막이 열리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역마차 9개 팀이 경주를 시작하는데, 이들이 연출하는 거대한 진동은 리히터 지진계(Richter Scale)로 측정됩니다.
마지막 역마차가 굉음을 내며 결승선을 통과하면, 어마어마한 기술, 세계 최고의 음악, 화려한 노래와 춤, 상상을
초월하는 공연, 세계 정상급 불꽃놀이,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불꽃 쇼와 멋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트랜스알버타 그랜드스탠드 쇼(TransAlta Grandstand Show)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브닝 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