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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스키산업에 미치는 영향
-용평·양지·지산 스키리조트를 사례로허인혜*·이승호**

The Impact of Climate Changes on Ski Industry in Central Region of Korea:
The Case of Yongpyong · Yangji · Jisan Ski Resort
Inhye Heo* · Seungho Lee**
요약：본 논문은 중부지방의 스키 리조트를 대상으로 제설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키장과 인접한 기상 관측지점의 기후자료를 이
용하여 스키장 개장일과 폐장일, 제설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요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후 조건이 불리한 수도권 스키
리조트는 전체 제설작업 중 94% 이상이 팬형 제설기를 이용한 반면에 용평리조트는 건형 제설기를 이용하였다. 11월 일최저기온의
경우 대관령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천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다소 하강하는 경향으로 2000년대 스키리조트 개장일
에 영향을 미쳤다. 스키장 폐장일인 2월 중순에도 일최고기온이 2~4℃인 수도권 스키리조트가 용평보다 이르다. 보강제설 기간 동안
눈이 활발하게 녹는 날도 대관령보다 이천에서의 증가율이 뚜렷하여 수도권 스키장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요어：스키장 개장일, 스키장 폐장일, 제설작업, 일최저기온 변화, 일최고기온 변화

Abstract：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climate elements that affects the opening and closing dates of the ski
resorts, and the snowmaking. Climatology data from the weather stations adjacent to the ski resort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were analysed to understand the snowmakig status. The fan type snowmaker has been used in the capital
region (over 94% of the whole snowmaking), while the gun type snowmaker has been used in Yongpyong. There has
been obviously an increased trend of the daily minimum temperature in November in Daegwallyeong and a little
decreased trend in Icheon after 1980s. That caused the effect on the opening dates of the ski resort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during 2000s. Closing dates of ski resorts were earlier in the capital region (with 2~4°C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mid-February) than in Yongpyong. The obviously increasing rate of the snowmelting day in Icheon also
hardened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ski resorts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Key Words : opening date of ski resort, closing date of ski resort, snowmaking, change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change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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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로 강설 현상의 감소가 뚜렷하여(World Tourism
Organization, 2003) 스키산업 운영에 있어서 자연설
만을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인공설의 중요성이 강조된

우리나라에서 스키는 겨울철 중요한 레저스포츠로

다. 국내에서는 스키장의 이른 개장일이 스키어들을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평창에 용평 스키

선점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각 스

리조트가 개장된 이후 최근까지 새로운 스키장이 꾸준

키장은 다른 곳보다 먼저 개장하기 위하여 제설작업

히 개장되면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 스

(snowmaking)에 주력한다. 또한 스키어들이 증가하

키장 이용객의 성장률도 1997년을 제외하면 1990년대

면서 스키매니아 층이 형성되어 설질의 중요성이 부각

에는 평균 29.3%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도 10.3% 증

되어 스키 활동에 적합한 제설작업이 요구된다.
스키산업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는 1980~

가하였다(Korea Ski Resort Business Association,

1990년대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스키시즌의 감소에

2009).
스키장 이용객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자연설을 이용하여 스키장을

키리조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의 스키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Elsasser and Bürki, 2002;

리조트 중 흑자인 곳은 서울 인근에서 당일 스키가 가

König and Abegg, 1997), 스코틀랜드(Harrison et al.,

능한 일부이며 강원도의 스키리조트는 대부분 적자를

1999), 캐나다(Scott et al., 2002), 호주(Galloway,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 대

1988; Whetton et al., 1996) 등에서 지구 온난화가 스

한 부담과 유지비용, 스키리조트 시설 증가로 업체 간

키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겨울철 강설 부족에

상호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

국내 스키리조트는 콘도미니엄과 함께 개발되는 단순

온 상승과 강설 감소로 자연설 이용의 어려움이 심각

한 스키장에 불과하였으나 임금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

해지며 인공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Scott et al.,

득 증가, 근로시간 단축, 가치관 변화, 자동차 증가 등

2003; 2004; 2007; Bicknell and McManus, 2006;

으로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삼성

Dawson et al., 2009). 특히 Scott and Mcboyle(2007)

과 현대 등의 국내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는 것을 계기

은 미국 북동부 스키 리조트의 스키시즌이 1990년부터

로 경쟁이 치열해지며 오늘날 스키리조트로 발달하게

최근까지 101일에서 146일내에서 변동이 커짐에 따라

되었다(Seo, 2005). 특히 강원권의 대표 스키리조트인

1980년대에 비하여 점차 제설 시스템 이용이 증가하였

용평 스키리조트는 스키장 이용객이 2004/2005년 시

으며, 각종 시나리오 모델을 이용한 기후자료에서

즌 820,238명이었던 것이 2007/2008년 시즌에는

2070~2099년에 현재보다 50% 이상 또는 100% 이상

604,911명으로 26.3% 감소하였고 경기권의 대표 스키

의 제설작업이 필요하므로 제설을 위한 비용 손익이

리조트인 양지리조트도 2005/2006년 시즌 276,783명

점차 불리해질 것이라 하였다.

이었던 것이 2007/2008년 시즌에는 238,299명으로

스키리조트는 눈이라는 천연자원을 이용하기 때문

14% 감소하여 스키장 이용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

에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눈이 많이

다.

내리는 강원도 산지에 입지(용평, 휘닉스, 하이원, 현

그러나 스키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성우 등)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스

어려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지적이 있

키활동이 가능한 스키 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다(World Tourism Organization, 2003). 관광과 여가

있으므로 자연 환경보다는 접근성이 유리한 수도권에

산업은 기후와 날씨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도 다수의 스키리조트(양지, 지산, 포천 등)가 자리한

(Perry, 1997).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 분야는 그 영

다. 수도권의 스키장은 당일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향이 더 크다. 스키 활동은 안정적인 강설량에 의존하

단시간에 가볍게 스키만을 즐길 경우 이용된다. 수도

는 스포츠이므로 기후에 더욱 민감하다. 최근 기후변

권 스키장의 슬로프 상태 등은 강원권에 비하여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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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및 방법

하다. 따라서 스키장 슬로프 설질을 양호하게 유지하
여 수도권 지역의 집중된 스키어들을 흡수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적 비용을 투자해야한다. 그러므로 인공설을
만드는 비용과 스키어들의 스키활동으로 인한 수지 균

본 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기후자료와 스키장 관리

형이 강원권 스키리조트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및 현지 스키장 관리 전문가와의

하여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면담 자료이다. 기후자료는 분석 지점인 용평 스키리

스키장의 슬로프 상태를 대표하는 설질은 스키가 점

조트와 가장 인접한 대관령 기상관측소와 수도권 남부

차 대중화되며 스키뿐만 아니라 스노보드 매니아가 형

의 스키리조트(양지리조트와 지산포레스트)와 가장 인

성되면서 최근 스키장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접한 이천 기상 관측소의 일평균기온, 일최고기온, 일

다. 제설작업을 통한 인공설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

최저기온과 일평균상대습도 및 신적설 등이다(Figure

라 스키장으로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어

1). 강원용평 스키리조트, 양지리조트, 지산포레스트

려워지고 있어서(Heo and Lee, 2008a; 2008b) 스키

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과 대관령과 이천 기상 관측소

이용객 유치와 제설작업의 경제성을 예측하기도 역시

의 기온, 강수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95% 이상

어려워지고 있다.

상관성이 높았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 기후자료를 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 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강원 산지의 스키장(강원용평 스키리조트)과 접근성을

유하고 있는 대관령 기상 관측소와 이천 기상 관측소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1).

고려하여 수도권에 입지한 스키장(양지리조트와 지산

스키시즌은 11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까지를 기

포레스트)을 선정하여 기후조건에 따른 제설 특성을

준하므로 본 연구에 이용한 기후자료는 겨울철의 경우

분석하고 기후변화가 두 지역의 스키 산업에 미치는

다음해 1~3월까지의 자료를 전해의 겨울철 자료로 정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의하였다. 즉 2008년 스키시즌 자료는 2008년 11월
~2009년 3월까지를 포함하고 2008년 겨울철 관련 기
후자료는 2008년 11월~2009년 3월까지를 의미한다.
스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시기는 수집 경

Figure 1. Study area and weather stations. 연구지역과 기상관측지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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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따라 다르다. 스키장 개장일은 신문 검색을 통해

면담을 통하여 일최저기온을 이용하여 제설 가능 기

수집하였고 강원용평 스키리조트는 개장한 1975~

온, 제설 권장 기온, 제설 충분 기온 등으로 구분하여

2008년간의 자료이다. 수도권의 양지리조트와 지산리

각 구간별 제설 일 비율을 비교하였다.

조트는 그 개장일이 각각 달라 개장일과의 분석을 요

슬로프 개장 가능한 적설량을 분석하여 용평 스키장

하는 경우에는 보다 장기간 자료를 보유한 양지리조트

과 양지 및 지산 스키장의 입지 적합성을 정량적으로

(1982년 개장)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스키 리프트 이용

파악하였다. 개장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조건을 파

객 자료는 한국스키장경영협회가 보유한 1990~2008

악하기 위하여 제설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최저기온

년 기간의 것이며 제설작업 관련 자료(제설작업시간,

의 변화와 개장일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폐장

제설량, 초기제설 시작일 등)는 강원용평 스키리조트

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

에서 제공한 2002~2008년까지와 지산리조트에서 제

강제설 시 슬로프 유지 제한 조건(눈이 활발하게 녹기

공한 2004~2008년까지의 자료이다. 양지리조트는 일

시작한 일최고기온 4℃ 이상)을 선정하여 스키 시즌 내

별 제설 현황 것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인접한 지산

관련 기후요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스키장을 운영하

리조트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양지리조트와 지산리조

기 위해 필수적인 인공설 제설작업의 기후 조건의 변

트는 인접한 스키리조트로 슬로프 규모의 차이만 있을

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제설과 보강제설 기간으

뿐 강설과 제설작업을 위한 기후조건이 유사하므로 충

로 구분하여 각각 제설 가능 습구온도의 변화를 분석

분한 자료를 상호 호환하여 이용하였다2). 제설작업 기

하였다.

준에 관한 자료는 선행 연구와 제설기 가동 방침 및 국
내 스키장 관리 전문가와 면담을 통하여 얻었으며 이
는 제설 및 개장일과 폐장일을 선정하는데 참고하였

3. 제설과 기후조건

다. 강원도 산지의 사례지점인 용평 스키리조트와 수
도권의 사례지점인 양지와 지산리조트는 이후 각각 강
원용평 스키리조트와 수도권지역 스키리조트로 명명

1) 제설의 유형

한다.
강원도의 산지지역을 대표하는 강원용평 스키리조

우리나라의 스키리조트는 스키장을 안정적으로 운

트와 수도권 스키리조트의 제설작업 현황을 파악하기

영하기 위해서 인공설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설 시 물

위하여 적설량과 실제 물사용량을 비교하였다. 리조트

과 전기,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자연

별 규모의 차이로 실제 물사용량의 차이가 크므로 용

설은 스키장의 관리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평과 수도권지역의 스키리조트를 비교하기 위해서 적

수 있다. Figure 2는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와 양지리조

설량과 물사용량은 각각 분석기간의 총량 중 매년 값

트의 연간 적설량과 연간 제설 시 총 물사용량의 비율

의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제설작업 시 사용한 제

을 나타낸 것이다3). 즉 각 리조트의 분석 기간 내 적설

설기 유형은 제설량과 구입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량 총합의 매년 적설량 비율과 분석 기간 내 물사용량

있어 관리비용 산정 시 관리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총합의 매년 물사용량 비율을 의미한다. 강원용평 스

될 수 있다. 스키리조트별로 실제 사용한 제설기 유형

키리조트와 양지리조트는 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

을 초기제설과 보강제설 기간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

으므로 제설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강원용평 스키리조

하였다.

트의 물사용량이 많다. 따라서 적설량에 따라 물 사용

슬로프 형성을 위한 각 스키리조트 현장에서 제설을
할 때의 기온과 상대습도의 실제 값도 비교하였다. 기

하는 양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원자료를 가공
하여 비율값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온은 연구지역인 각 리조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설기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와 양지리조트의 제설 시 물사

의 사용 권장 지침과 각 리조트 제설작업 담당자들과

용량은 분석 기간 중 2002년에 각각 9.65%(422,53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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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ates of annual snowfall depth and fresh water used for snowmaking under analysis duration
(left: Yongpyong resort, right: Yangji resort). 분석기간 동안 연적설량과 제설작업을 위한 물사용량 비율.

12.16%(422,530m3)로 그 값이 가장 적다. 2002년은 두

간의 기온상승, 스키활동 등으로 눈 손실량이 스키시

지역 모두 적설량이 가장 많았던 해로 강원용평 스키

즌동안 약 30~40%를 차지한다고 한다4). 따라서 적설

리조트의 경우 그 비율이 48.8%로 다른 해에 비하여

량의 증가하는 수치에 비하여 물사용량의 감소 수치는

값의 차이가 뚜렷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해와 물사용

뚜렷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두 지역 모두 2003년에는

량 비율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다른 해에 비하여 강

분석 기간 내 적설량이 각각 1.81%, 5.43%로 가장 적

설이 자주 발생하고 적설 일수가 많을지라도 스키장

은 값을 나타내며 물사용량은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의

슬로프를 위해서는 매일 스키시즌 동안 지속적으로 최

경우 13.85%, 양지리조트는 17.46%로 많은 양을 이용

소한 30cm 이상 깊이의 적설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

하였다.

정 수준의 제설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Table 1은 제설작업 시 초기제설과 보강제설에 따라

인공설만을 이용할 경우에도 적절한 슬로프를 위해

서 용평과 지산리조트의 최근 5년간 제설기 이용 현황

서는 50~60cm 깊이의 눈을 만들어야 하지만 바람, 주

이다. 인공설을 만드는 제설기는 크게 건형(Gun type)

Table 1. Rates of snowmaker types in each resort for snowmaking. 제설 시 리조트 지점별 제설기 유형.

(unit: %)

Season
Res
or
Ty t
pe
Year

gun

fan

gun

fan

gun

fan

gun

fan

gun

fan

gun

fan

2004
2005
2006
2007
2008

67.9
65.7
58.4
69.2
79.9

32.1
34.3
41.6
30.8
20.1

7.7
9.2
13.0
9.3
7.0

92.3
90.8
87.0
90.7
93.0

76.1
80.6
81.4
87.1
91.3

23.9
19.4
18.6
12.9
8.7

0.7
2.7
2.1
1.9
0.8

99.3
97.3
97.9
98.1
99.2

74.8
76.9
77.2
82.9
88.5

25.2
23.1
22.8
17.1
11.5

4.3
7.3
7.4
6.1
4.3

95.7
92.7
92.6
93.9
95.7

average

68.2

31.8

9.2

90.8

83.3

16.7

1.6

98.4

80.1

19.9

5.9

94.1

First snowmaking
Yongpyong

Reinforcement of snowmaking

Jisan

Yongp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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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an

Total
Yongpyong

J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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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팬형(Fan type)이 있다. 건형은 리조트 설계 시 물

2) 제설 시 기온과 습도

과 공기를 이동시키는 관로의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므로 초기 비용은 크지만 이후 추가 설치 시 추가 비

제설작업은 스키활동을 하지 않는 야간에 주로 이루

용이 적다. 반면 팬형은 독립적인 기계로 건형에 비하

어진다. 스키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초기제설의 경우

여 상대적으로 구입 비용이 높다.

주·야간 구분 없이 기상적으로 제설조건이 충족되면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와 수도권 스키리조트는 제설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보강제설은 스키활동을 방해

시 사용하는 제설기 유형 비율이 다르다. 강원용평은

하지 않기 위하여 야간에 작업을 한다. 그러므로 제설

건형 제설기 사용율이 80.1%이고 팬형이 19.9%인데

을 위한 기상조건을 고려할 때는 야간의 기상 상태가

비하여 수도권에서는 건형이 5.9%에 불과하고 팬형이

중요하다. 인공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온과 습도 조

94.1%이다. 일정한 물과 공기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건이 적정해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건형에 비하여 팬형 제설기가 인공설 생산에 효율적이

Table 2는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와 지산리조트의 제

다. 팬형이 더 많은 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설 자료를 이용하여 일최저기온별 제설일 비율을 나타

산지에 위치한 용평과는 달리 지산은 상대적으로 저지

낸 것이다. 일최저기온의 구간 선정은 초기제설의 경

대에 위치하므로 제설작업 시 기후조건이 불리하여 팬

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제설이 가능한 -1℃, 제

형 제설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

설 적정 온도인 -3℃, 제설 권장 온도인 -5℃를 기준

그러나 초기제설 시 강원용평 스키리조트는 건형

으로 하였다. 보강제설은 제설 적정 온도인 -3℃, 제

68.2%, 팬형 31.8%이며 지산리조트는 건형 9.2%, 팬

설 권장 온도인 -5℃, 그리고 제설 충분 온도라고 할

형 90.8%을 사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제

수 있는 -7℃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설작업을 할 때

설은 개장일을 앞당기고 슬로프 형성에 중요하므로 초

일최저기온과 상대습도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 제설시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를 모두 사용한다. 주

강원용평 스키리조트는 분석 기간 동안 초기제설작

로 건형에 의존하는 용평의 경우도 팬형 제설기를 최

업을 수행 한 날 중 일최저기온 -5℃ 미만 일수가

대한 함께 이용하여 더 많은 인공설을 생산한다. 지산

78.5%이며, -3＜일최저기온(℃)≤-1 일수가 9.6%,

도 건형을 함께 사용하여 개장일을 앞당기려 한다. 반

-5＜일최저기온(℃)≤-3 일수는 11.9%를 차지하였다.

면에 보강제설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므로 기후조

보강제설작업은 일최저기온 -7℃ 미만 일수가 83.4%

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용평은 저렴한 건형 제설기를

로 낮은 기온이 출현할 때 초기제설보다 제설작업이

주로 이용하고 지산은 보다 많은 눈을 생산할 수 있는

집중되었다. 초기제설은 기후환경을 고려한 스키장의

팬형의 제설기를 이용한다.

경제적 관리보다 개장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적이므

Table 2. Rates of snowmaking day classified by daily minimum temperature.
리조트 지점별 일최저기온에 따른 제설일 비율.
Resort
Daily
minimum
temperature

Season

Yongpyong

(unit: %)

Jisan

First snowmaking

Reinforcement
of snowmaking

First snowmaking

Reinforcement
of snowmaking

-3<℃≤-1

9.6

-

16.7

-

-5<℃≤-3

11.9

7.2

18.9

-7<℃≤-5
℃≤-7

78.5

9.4
83.4

(-): no snow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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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2.9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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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b

e

c

f

Figure 3. Distribution (%) of relative humidity classified by daily minimum temperature(a: -3<minimum
temp.(°C) ≤-1, b: -5<minimum temp.(°C)≤-3, c: minimum temp.(°C)≤-5, d: -5<minimum temp.(°C)≤-3,
e: -7< minimum temp.(°C)≤-5, f: minimum temp.(°C)≤-7). Left is condition of first snowmaking and right is
condition of reinforcement of snowmaking. 초기제설(좌)과 보강제설(우) 시 일최저기온별 상대습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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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강제설에 비하여 제설 권장 기온보다 높은 경우

-5℃ 이상일 경우의 제설비율은 용평이 상대습도 80%

도 9.6%에 이른다.

일 때 가장 높고 지산이 상대습도 70%일 때 뚜렷하게

지산리조트의 경우 초기제설은 일최저기온 -5℃ 미

높다. 따라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용평은 제설작

만일 때 64.4%, 보강제설은 -7℃ 미만일 때 69.9%로

업 시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습설이 만들어질

집중되었으나, 낮은 기온일 때 제설작업 비율이 용평

가능성이 있다.

과 비교하여 더 낮다. 지산의 초기제설과 보강제설 시
각각 -3＜일최저기온(℃)≤-1 일수는 16.7%, -5＜일
최저기온(℃)≤-3 일수는 17.2%로 용평보다 각각

4. 스키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조건의 변화

7.1%, 10.0%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Figure 3은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와 지산리조트의 초

1) 개장 가능한 조건의 적설량 변화

기제설과 보강제설 시 실제 제설작업을 수행한 일최저
기온별 상대습도 분포이다. 용평의 초기제설은 10월

스키장 개장을 위해서는 스키활동에 적정한 슬로프

말에 준비하여 11월 초부터 지표면을 냉각시키고 슬로

가 만들어져야 한다. 스키활동을 할 수 있는 슬로프는

프에 인공설을 만들어야 하므로 일최저기온이 -3~-1

자연설을 이용할 경우 50~100cm 이상이 되어야 안전

℃ 조건하에서도 이루어진다. 해발고도가 높고 동해에

성이 확보되고 활주가 가능하다(Gangwon Regional

서 수증기 유입이 빈번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질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06). 그 이하일 때

이 낮은 습설이 형성될 수 있는 상대습도 70~90%의

는 지표가 부분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서 인공설로 보

조건에서도 제설작업이 시행된다. 초기제설이 가장 많

충해야 한다. 따라서 스키활동이 가능한 슬로프의 적

이 이루어지는 -7＜일최저기온(℃)≤-5 에서는 상대

설량 최소 높이는 30cm로 스키가 가능한 지역을 평가

적으로 낮은 상대습도에서 질 좋은 인공설을 대량으로

할 때 기준으로 이용한다.

만들어 슬로프를 완성한다. 지산의 초기제설은 개장일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스키활동이 활발한 스위스,

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평과 같은 기온 조건에서 작업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하여 신적설량과 적설량이 적으

을 하지만 일최저기온이 -3~-1℃인 경우와 -5℃ 이

므로 원활한 스키장 운영을 위하여 인공설이 필요하

하인 경우 모두 용평보다 낮은 상대습도 60~70%일 때

다. Table 3은 대관령과 이천의 겨울철 스키 가능 적설

작업이 활발하다.

량 기준인 30cm 이상 일수의 시기별 변화를 나타낸 것

보강제설은 작업을 가장 많이 수행한 -7℃ 이하인

이다. 대관령은 1970년대에는 31.5일이었던 것이 1980

용평과 지산 모두 양질의 눈을 만들 수 있는 상대습도

년대 35.3일로 다소 증가하였고 이후 1990년대에는

60~70%일 때 제설작업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기온이

33.6일, 2000년대에는 20.9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Table 3. Change in the frequence of days of snowfall depth for suitable ski activity.
대관령과 이천의 스키가능 적설량 일수의 변화.
over 30cm
Stati
on
Duration
Daegwallyeong
Icheon
1970s
1980s
1990s
2000s

31.5
35.3
33.6
20.9

0.0
0.2
0.0
0.0

over 20cm

(unit: day)

over 10cm

Daegwallyeong

Icheon

Daegwallyeong

Icheon

41.5
47.8
43.2
31.5

1.0
0.4
0.0
0.0

62.1
66.3
62.2
48.5

6.9
3.2
0.4
0.4

-`451`-

허인혜·이승호

특히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비하여 37.8% 감소하

2) 개장일 조건의 변화

여 이전 시기 간 변화에 비하여 그 폭이 크다.
이천은 적설량이 30cm 이상인 날이 1989년에 2일

스키는 겨울철에만 활동하는 스포츠이므로 스키어

발생한 것 외에 분석 기간 동안 전무하였다. 적설량 기

들에게 개장일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스키장 이용자는

준을 20cm, 10cm로 낮추었을 때도 그 값이 적다. 반

가장 먼저 개장하는 스키장의 연회원권이나 각종 스키

면 대관령은 이천에 비하여 1990년대까지는 20cm 이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키리조트

상, 10cm 이상인 날이 각각 40일 이상, 60일 이상이었

관리자에게 스키장 개장일은 수입과 관련하여 중요하

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적설량 30cm 이상인 날과

다. 따라서 각 스키리조트는 하루라도 스키장을 일찍

같이 그 값이 각각 27.1%, 22.0%로 감소폭이 크다.

개장하기 위하여 제설작업에 힘쓴다.

따라서 이천의 적설량 30cm 이상일수를 분석하여

Figure 4(left)는 강원용평과 수도권 스키리조트의

자연설을 이용한 스키장 입지를 판단할 경우 수도권지

개장일 변화와 두 스키리조트 간의 개장일 차이를 나

역은 스키리조트 입지 불가능 지역에 해당한다. 우리

타낸 것이다. 두 스키리조트 모두 스키장 개장일이 지

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자연설만으로 스키장 입지를 평

속적으로 앞당겨지는 경향이다. 강원용평 스키리조트

가할 때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 스키장 입지를 평가

는 태백산지에 위치하여 기온이 낮다. 양지리조트가

할 때 연간 적설량 30cm 이상인 날이 40일 이상일 때

개장한 1982년 이후 1990년대까지는 평균 12일 정도

스키장을 개장할 수 있는 정상상태라고 정의할 경우

강원용평 스키리조트가 일찍 개장하였으나 최근 2000

(Bürki et al., 2005), 강원용평 스키리조트는 1973~

년대 들어서는 평균 8일 정도 강원용평 스키리조트가

2008년 기간 중 33.3% 만이 스키장을 정상적으로 개

일찍 개장하여 그 차이가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장할 수 있는 해로 평가된다. 그러나 적설량 10cm와

은 `5일도 되지 않아 두 지역의 개장시기의 차이가 크

20cm 이상인 날들이 스키시즌 중 1~2개월을 넘고 있

지 않다.
스키장 개장을 위해서는 제설작업을 위한 일최저기

어 인공설을 이용할 때 타 지역에 비하여 스키장 관리
및 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이 중요하다.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와 수도권 스키리
조트는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장일을 결정할
수 있는 11월 일최저기온의 차이는 3.0℃이며 강원용

Figure 4. Changes of opening dates (left) and November daily minimum temperature (right) of
Yongpyong and Yangji resorts. 용평과 양지리조트의 개장일과 11월 일최저기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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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스키리조트의 제설을 위한 기후조건이 유리하다.

3) 폐장일 조건의 변화

Figure 4(right)는 대관령과 이천의 관측자료를 이용하
여 개장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1월의 일최저기온

스키시즌을 결정하는 스키장 개장일과 폐장일은 스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관령의 11월 일최저기온

키장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운용 가치의 유무에 의하

은 1970년대 -3.7℃이고 1980년대에는 -3.1℃, 1990

여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스키장 개장일은 스키

년대는 -2.9℃, 2000년대에는 -2.5℃로 지속적으로

장 이미지와 스키매니아를 선점하기 위하여 기후조건

상승하였다. 관측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하여 오늘날

이 불리하더라도 제설작업을 통하여 인공설을 이용한

의 2000년대에는 11월의 일최저기온이 1.3℃ 상승하

슬로프를 조성하고자한다. 그러나 스키장 폐장일은 개

였다.

장일과는 달리 스키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설질이 충

이천 관측지점은 대관령과 그 변화 경향이 다르다.

족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제설작업을 시행하지 않는

1970년대의 11월의 일최저기온은 -0.5℃이며 1980년

다. 야간의 낮은 기온을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더라

대에는 0.2℃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대관령 관측지

도 주간의 기온 상승으로 설질이 낮아지면 제설작업을

점이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속적인 증가경향

이용한 슬로프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3월이

을 보인 것과는 달리 이천은 1990년대 11월의 일최저

되면 이용객수가 감소하여 개장시기와는 달리 경제성

기온이 0.07℃, 2000년대 0.02℃로 1980년대 이후 오

을 고려해야 한다.

히려 하강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양지리조트와 강원용

Figure 5는 겨울철 일별 기온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평 스키리조트의 11월 일최저기온 차이의 시기별 변화

제설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최저기온은 대관령과 이

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3.4℃었던 것이 1990년대

천 모두 3월까지 평균 0℃ 이하로 제설작업의 효율성

3.0℃, 2000년대 2.5℃로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

을 고려하지 않고 제설 가능 여부만을 고려할 때 두 지

하고 있다(Figure 4). 이는 최근 강원용평 스키리조트

역의 제설 조건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일최고기온

의 스키장 개장일 변화에 비하여 양지리조트의 스키장

은 2월 중순 이후 대관령과 이천의 차이가 발생한다.

개장일이 앞당겨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간에는 스키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야간에 만들어
놓은 인공설이 녹거나 스키어들에 의한 모글현상 등을
통하여 눈이 훼손된다. 이러한 인공설 훼손 정도는 기

Figure 5. Changes of daily temperature during December to April (left: Daegwallyeong, right: Icheon).
12~4월간 기온의 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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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높아지면 심해진다. 대관령은 제설작업이 이루어

이천은 분석기간 중 보강제설 기간 동안 4℃ 이상 일수

지고 있는 시기 중 일최고기온의 가장 낮은 기온이 3월

가 유의수준 α
=0.01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대관령

초순에 나타나지만 이천의 경우 가장 낮은 기온이 2월

은 10년에 2.4일씩 증가하는 반면에 이천은 10년에 4.7

중순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천은 2월 중순 이후 일최고

일씩 증가하며 2배 이상의 기온 상승 경향을 보인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스키활동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이는 야간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주간의 스키

있다. 또한 대관령의 일최고기온은 3월 초순까지 0℃

활동을 하는데 불리한 기후조건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

이하를 유지하지만 이천은 일최고기온이 가장 낮은 시

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적인 특성에 의하여 스

기에도 2~4℃로 영상의 기온이 나타난다. 일최고기온

키활동에 더 안정적인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의 보강제

이 상승하는 2월 중순 이후에는 인공설의 융해가 활발

설 기간 동안의 주간의 눈 녹는 현상보다 수도권지역

하게 이루어지는 4℃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하며 스키

스키리조트에서 보강제설 기간 동안 눈 녹는 현상의

활동 중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설질이 악화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은 두 지역 간 스키장 관리의 차이

기 시작한다5).

를 야기 한다.

폐장일은 제설작업 여부도 중요하지만 스키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 최적의 설질 유지 가능여부에 따라서

4) 제설 가능 일수의 변화

결정할 수 있다. 스키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설질은
낮의 기온 상승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눈

적은 양의 물을 이용하여 최대량의 인공설을 만드는

이 녹을 수 있는 영상의 날씨가 빈번해지면 폐장일을

것이 각 스키리조트 제설팀의 중요한 목표이다. 따라

고려해야 한다. 개장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슬로프 형

서 인력 투입과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등을 최소화하

성이 목표인 초기제설 기간에 비하여 보강제설 기간에

기 위하여 기후조건의 변화에 민감하다. Figure 7은 습

는 스키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적의 설질이 중요

구온도를 이용한 초기제설 가능 일수 변화를 나타낸

하다. 따라서 보강제설기간의 설질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시점이 스키시즌의 폐장일이 될 것이다.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Heo and Lee(2008a, 2008b)

Figure 6은 최적 설질을 구비해야 하는 보강제설 기

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온과 습도를 따로 구분하여 제

간의 4℃ 이상일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관령과

설 가능 일수의 변화를 파악하여 각각의 조건에 맞는

Figure 6. Changes of snowmelt (≥4°C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days (left: Daegwallyeong,
right: Icheon, **: significant at 99 percent level). 보강제설 기간 동안 일최고기온 4℃ 이상일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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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nges of suitable first snowmaking (November-December) days with wet-bulb
temperature (below -7°C) (left: Daegwallyeong, right: Icheon). 습구온도(-7℃ 이하)에 의한 초기
제설(11~12월) 가능 일수의 변화.

기후 변화를 파악하였다. 스키리조트 현장에서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7).

Figure 3과 같이 제설 시 기온과 습도를 함께 조정하여

이천 관측 자료를 이용할 때 수도권지역 스키리조트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 제설작업 조건을 반영하여

의 초기제설 가능 일수는 대관령 관측 자료를 이용한

미래의 제설작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온과 습도가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와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변화 경

모두 반영 된 습구온도의 분석이 요구된다6).

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2000년대의 습구온도

제설관리자는 일최저기온을 이용하여 습구온도 -5
℃ 이하일 때를 설질이 적정한 제설가능 조건이라고

-7℃ 이하 일수는 전 시기인 1991~2000년에 비하여
7.0% 증가하였다.

하며, 습구온도 -7℃ 이하일 때를 제설 적정조건으로

보강제설은 초기제설에 비하여 설질을 향상시키는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제설 시에는 슬로프의 냉각효

것이 중요하므로 불리한 기후조건을 제한하여 습구온

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설작업을 위한 기상조건을 달리

도 -5℃와 습구온도 -7℃ 이하일 경우 제설작업을 한

하고 있다. 습구온도 -3℃ 이하일 때부터 제설작업을

다. Figure 8과 같이 보강제설 가능일수는 대관령의 경

시행하므로 기상조건이 적절한 설질과 눈입자를 충족

우 초기제설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작

시키지 못한다.

다. 습구온도 -5℃와 습구온도 -7℃ 이하일 경우 1970

대관령 관측자료를 이용할 때 강원용평 스키리조트

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 제설 가능 일수의 빈도는 각

의 초기제설 가능 일수는 습구온도 -7℃ 이상인 경우

각 8.5%, 6.0% 감소하였다. 이천은 초기제설의 경우와

는 분석 기간 동안 뚜렷한 변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같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Figure 8).

다. 그러나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최적 조건이라고 할

이천이 대관령보다 제설 가능 일수의 감소가 뚜렷하

수 있는 습구온도 -7℃ 이하인 경우는 1970년대 34.3

지 않은 것은 Table 4와 같이 초기제설기간에는 대관

일, 1980년대 32.2일, 1990년대 30.3일, 2000년대 29.5

령의 최저기온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할

일로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1970년대에 비하여

수 있다. 그러나 보강제설기간에는 대관령과 이천의

2000년대는 14.0% 감소하여 초기제설 기간 동안 제설

일최저기온의 상승이 초기제설기간과 동일하고 이천

에 유리한 기후조건인 습구온도 -7℃ 이하인 경우는

의 상대습도 감소가 뚜렷하다. 동일한 0℃ 이하의 건구

습구온도 -7℃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더 불리해지고

온도는 상대습도 10% 감소 시 습구 온도 약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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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 of suitable reinforcement of snowmaking days with wet-bulb temperature
(below -7°C). Left is Daegwallyeong weather station and right is Icheon. 습구온도(-7℃ 이하)에
의한 보강제설 가능 일수의 변화.

Table 4. Changing rates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대관령과 이천의 제설기간별 최저기온과 상대습도 변화율.
Season
Clim
ate

Station

First snowmaking

Reinforcement of snowmaking

Min. Temp. (℃/10y)

RH(%/10y)

Min. Temp. (℃/10y)

RH(%/10y)

Daegwallyeong

0.5*

-2.3**

0.7**

-1.7*

Icheon

0.3

-2.3**

0.5

-2.6**

**: significant at 99 percent level, *: significant at 95 percent level

를 감소시킨다. 이는 이천의 보강제설기간에는 최저기

을 한다. 그러나 초기제설은 개장시기를 앞당기기 위

온의 상승 이외에도 상대습도의 차이가 습구온도의 변

하여 불안정한 기후조건일지라도 제설작업을 수행한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앞서 개장일과 일최저기온과의 관계는 대관령의 경
우 11월 일최저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이천은
1980년대 0.24℃었던 것이 1990년대 0.07℃, 2000년

5. 토의

대 0.02℃로 오히려 그 값이 하강하는 경향이다. 이는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의 스키장 개장일 변화에 비하여
스키장의 경제적 관리는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수도권 스키리조트 개장시기가 최근 앞당겨지는데 영

실제 제설조건 비교 시 각 스키리조트별로 기후 조건

향을 미칠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개장시기를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이윤을 얻고자 제설기

포함한 초기제설 기간 일최저기온 표준 편차 변화를

유형을 조절하고 제설작업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살펴보면 대관령에 비하여 1980년대를 제외하고 이천

있다. 스키장 관리자는 인공설을 만들기 위하여 기온

의 값이 크다. 이는 이천의 기후 환경이 스키활동을 위

과 습도 등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제설작업

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Table 5).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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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verage standard deviation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duration first snowmaking
(November-December). 대관령과 이천의 초기제설 기간의 시대별 일최저기온의 평균 표준편차.
Duration
Station

1970s

1980s

1990s

2000s

Daegwallyeong

1.58

1.34

1.00

1.11

Icheon

1.64

1.22

1.16

1.37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양지리조트의 개장시기가 강원

는 상대적으로 물사용량이 더욱 증가하여 경제적 관리

용평 스키리조트의 개장시기와 유사한 2000년대는, 이

가 어렵다. 인공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우리

천의 일최저기온 편차가 다소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나라 스키장일지라도 적설량이 많은 해에는 상대적으

면 개장 이후 경제적으로 합리적 운영이 가능한가에

로 물 사용량이 다소 감소한다. 스키장 개장시기와 스

대하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수도권 스키리

키장 보강제설기간의 주말 또는 공휴일 등과 관련하여

조트의 폐장시기도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에 비하여 점

강설이 나타나면 스키장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적극적

점 불리해지고 있음이 파악되어 수도권 스키산업의 미

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스키장 개장시기에는 눈을

래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만들기에 불리한 기후조건이므로 경제적 비용이 많이

강원도 산지에 위치한 용평 리조트도 스키산업에 있

소요된다. 따라서 개장일 무렵 강설이 나타나면 스키

어서 안정적이지 않다. 용평 리조트는 제설 시 기온이

장 슬로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장시기

높을 경우 상대습도가 더 높아 습설이 만들어 질수 있

가 앞당겨질 수 있다.

다. 최근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지난 2009년 스키 시즌은 용평 리조트의 스키장 관

에 비하여 상대습도의 감소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설질

리에 득과 실이 많은 해의 사례이다. 11월 2일 21.6cm

을 높이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강설상의

의 첫눈이 내리며 인공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자연

불확실성도 용평 리조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리나

설만을 이용하여 기본 스키장 슬로프 형성이 가능하여

라 스키장 개장과 관리는 자연설보다 인공설에 의존할

11월 3일 스키장을 개장하였다(Photo 1). 그러나 이후

수밖에 없다. Figure 2에서와 같이 적설량이 적은 해에

기온이 영상으로 상승하여 인공설을 만들 수조차 없는

Photo 1. Open event of Yongpyong resort
(3 November, 2009). 강원용평 스키리조트 개
장 행사.

Photo 2. Closed ski slope of Yongpyong
resort (6 November, 2009). 폐쇄된 스키장
슬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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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irst occurrence date of heavy snowfall and mean opening date in Yongpyong resort.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의 평균 첫 폭설 출현일과 평균 개장일.
Time
First occurrence date of
heavy snowfall (≥10cm of
daily fresh snowfall)
Opening date of
Yongpyong resort

1970s

1980s

1990s

2000s

Average

18 December

9 December

12 December

22 December

Standard
deviation

33.6

20.8

28.7

34.1

Average

7 December

4 December

25 November

14 November

6. 요약 및 결론
조건이 되어 개장했었던 것을 가개장으로 전환하며 슬
로프를 포기하고 무료로 개방하였다(Photo 2). 이러한
불안정한 폭설 현상과 이후 야간 기온 상승은 개장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키리조트가

기 조절을 통하여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관

모여 있는 강원도와 수도권의 스키산업에 미치는 기후

리자에게 안정적인 투자와 설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초

변화의 영향을 용평리조트와 양지리조트 및 지산리조

래할 수 있다.

트를 사례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스키장은 자

Table 6은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의 개장시기에 영향

연설만을 이용하여 슬로프를 관리하기에는 불리한 기

을 미칠 수 있는 폭설(신적설량 10cm 이상)인 날이 최

후 조건이므로 인공설을 만드는 제설작업을 주요 연구

초 출현한 날의 시기별 분포와 강원용평 스키리조트

내용으로 하여 스키장 관리를 파악하였다.

시기별 개장일이다. 자연설을 이용하여 슬로프를 형성

자연설을 이용하여 스키장 슬로프를 만들 수 있는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신적설량을

최소 적설량 높이인 30cm 이상인 날은 대관령의 경우

10cm라고 하였을 때 이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천은 자연설을 이용

지 그 출현일이 점차 늦어지는 경향이다. 표준편차 또

하여 스키장 개장 가능한 날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한 1980년대 20.8이었던 것이 2000년대에는 34.1로 증

10cm 이상인 날도 최근 감소하여 스키장 관리를 위하

가하여 신적설 10cm 이상인날의 첫 출현일 분포가 불

여 인공설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용평리조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용평 스

트와 양지리조트의 제설작업은 분석 기간 동안 적설량

키리조트 개장일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

이 가장 적은 해인 2003년에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하였

로 일러지고 있어 관리자 입장에서는 개장을 위한 슬

다. 제설량은 기계 유형에 따라 건형보다 팬형이 생산

로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설현상이 출

에 효율적이므로 산지의 용평리조트에서는 건형의 제

현한다면 2009년 시즌과 같이 자연설을 이용하고 의존

설기를 대부분 이용하는 것에 반하여 기후조건이 불리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불안정한 기후 환경에

한 수도권지역의 리조트에서는 전체 제설작업 중 94%

서 극적으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은 결국에는 체계적인

이상이 팬형을 이용하였다.

스키리조트의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

용평리조트는 11월 초에 지표면을 냉각시키고 슬로

서 개장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양지리조

프에 인공설을 형성해야 하므로 최소의 기온 조건이

트와 강원용평 스키리조트는 모두 스키장 관리를 하는

부합된다면 질이 낮은 습설이 만들어지더라도 상대습

데 있어서 부정적인 기후환경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

도 70~90%에서 제설작업이 활발하다. 수도권은 기후

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이 불리하므로 단기간에 양질의 인공설로 슬로프
를 형성할 수 있는 상대습도 60~70%일 때 제설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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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활발하다.
용평리조트의 개장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관

1) 연구 지역에 해당하는 각 리조트 제설담당자들이 제설작업

령의 11월 일최저기온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

의 계획 수립 시 사용하는 기상예보자료 제공 관측지점이다.

천은 1980년대에 비하여 1990년대부터 오히려 다소

2) 양지리조트와 지산리조트의 제설담당자들은 실제 제설작업

하강하는 경향으로 최근 양지리조트의 스키장 개장시

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할 때에도 상호 자료를 공유하고 도움
을 주고 받는다고 한다.

기가 앞당겨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대관령은 3월 초순
까지 0℃ 이하의 일최고기온을 유지하지만 이천은 일

3) 강원용평 스키리조트와 양지리조트의 제설작업 시 실제 물
사용량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리조트에서

최고기온이 가장 낮은 시기인 2월 중순에도 2~4℃의

자료 분실 등의 이유로 동일한 기간의 분석자료를 확보하지

영상 기온이 나타난다. 따라서 슬로프 설질을 고려해

못하였으나 가능한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

야 하는 폐장일은 용평보다 일최고기온이 높은 수도권

다.

에서 이르다. 또한 최고의 설질을 유지해야 하는 보강

4) 양지리조트의 제설 시 저수량 확보를 위한 기존 담수량 대비

제설 기간의 눈 녹는 일수의 증가도 용평리조트에 비

산출근거 자료에 의하면 스키시즌동안 눈 손실 및 눈 녹는
비중이 스키시즌을 약 80일이라고 하였을 때 30~40% 이상

하여 수도권에서 뚜렷하다. 습구온도의 변화는 수도권

이므로 인공설을 만들 때 슬로프 적설량을 60cm 이상 유지

에 비하여 산지에서의 감소변화가 뚜렷하다. 이는 겨
울철 상대습도의 감소경향이 산지보다 수도권에서 뚜

하고 있다고 한다.
5) 지산리조트의 제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수 과장과 양지리

렷하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트의 김남일 팀장과의 면담 자료이다.

1990년대는 다수의 스키리조트가 개장하며 상호 경

6) 스키리조트별 제설작업을 할 때는 제설기의 인공설 형성 기

쟁이 과열되기 시작한 시기로 최근 2000년대에 강설

상조건이 제시될지라도 각 지역별 또는 제설팀별 제설작업
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강

현상의 감소와 제설작업에 불리한 기온 상승은 각 스

원용평 스키리조트와 양지리조트는 제설을 위한 일최저기온

키리조트 간 경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야기시킨

의 조건이 충족될 때 물양의 조절을 통하여 습도에 대한 조

다. 특히 수도권의 리조트 개장시기는 최근 산지에서

건을 보완하고 있다. 용평과 양지에 비하여 뒤늦게 스키리조

의 개장일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일러졌다. 그

트를 개장한 지산리조트는 습구온도를 고려하여 제설작업

러나 전적으로 인공설을 이용하여 슬로프를 완성하고

시 필요한 인력 동원과 제설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스키장을 개장해야 하는 수도권에서는 최근 초기제설
기간의 일최저기온의 편차가 산지에서보다 커 상대적
으로 기온 조건이 불안정하므로 스키장 개장일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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