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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17

A Message from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Marc E. Knapper

 

The winter season is upon us and promises to be an exciting perio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it prepares to hos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As a career diplomat on my third tour 

here in Seoul, it is a privilege to be able to witness South Korea at its finest as the country prepares to showcase 

the best that sports have to offer by making these Winter Olympic Games the most technologically-advanced 

games the world has ever seen.

Having hosted the Winter Olympic Games four times, it’s also a good opportunity to showcase the beautiful 

winter sports destinations the United States has to offer. It has been my privilege to serve in Korea at a time 

when the U.S.-ROK Alliance is stronger than it has ever been. The bonds between our two countries are based 

on generations of trust and support for one another.

I invite you to visit the United States and experience beauty that you cannot fi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May our WINTER SPORTS USA Magazine inspire you to explore our majestic winter destinations, and 

introduce you to new friends who are eager to share their passion of winter sports with you.

Sincerely,

Marc Knapper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U.S. Embassy Seoul

12          WINTER SPORTS USA



2017년 11월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축사

 

대한민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이번 겨울은 정말 흥미진진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직업 외교관으로서 한국에서 세 번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이용하여 최고의 스포츠 외교 이벤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번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는 미국의 아름다운 동계 스포츠 여행지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이 시기에 한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우정은 여러 세대 동안 쌓아온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미국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Winter Sports USA 매거진이 아름다운 미국의 겨울 휴양지를 탐험하고 동계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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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17

Dear Friend,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Foreign Commercial Service, it is 
my great pleasure to present you with this unique issue of our “WINTER 
SPORTS USA” magazine.  As Korea prepares to invite the world to 
celebrate sports and friendship through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e have been inspired by the culture and beauty that Koreans will showcase to the world.
 
To complement Korea’s success, we publish this magazine as a way to invite you to explore the friendliness, 
diversity and beauty of the American people and our winter terrain. I personally feel this way as I have been 
fortunate enough to pursue my own passion for winter sports in many beautiful destinations around the world.  
But I always cherish returning to ski at my favorite resorts in the U.S. that have brought me many friendships 
and much joy over the years. 
 
Our magazine features articles on some of America’s most awe-inspiring winter sports athletes, such as Chloe 
Kim, K. C. Boutiette, and Alex &Maia Shibutani, who are bound to reveal their passion in PyeongChang in 
February 2018.  Just as much as Korea will inspire the world through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e 
hope that our magazine will inspire you in the future, to discover the best in winter sports that the United States 
has to offer.

Sincerely,

David Gossack
Minister Counselor for Commercial Affairs

U.S. 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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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한국 친구 여러분,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를 대표하여 Winter Sports USA라는 매우 특별한 매거진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포츠와 우정의 축제의 장이 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인이 세계에 선보일 문화와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여러분께 미국인과 미대륙의 친절함, 다양성, 아름다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 매거진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의 여러 아름다운 관광지에서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시간 우정과 기쁨을 누렸던 장소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스키 리조트로 돌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항상 보게 됩니다.

이 매거진에는 2018년 2월 평창에서 열정을 보여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계 스포츠 운동선수 Chloe Kim, 

KC Boutiette, Alex와 Maia Shibutani 남매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세상에 영감을 주는 것처럼, 이 매거진을 통해 미국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최고의 동계 스포츠를 발견할 수 있는 

영감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데이비드 고삭

상무공사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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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 Destinations

Reno Tahoe 

리노	타호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휴양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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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와 레이크 타호 지역 전체는 너무나 많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보석 같은 
호수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나에게 이 지역은 고향과 같은 
곳이며 자랑스러운 장소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선 끝없는 
모험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 올림픽 스키 금메달리스트 
줄리아 맨쿠소(Julia Mancuso)

리노 타호는 북미에서 가장 많은 스키 리조트가 밀집해 있는 지

역이다. 마운트 로즈(Mt. Rose), 노스스타(Northstar), 헤븐

리 마운틴(Heavenly Mountain), 커크우드 마운틴(Kirkwood 

Mountain), 스쿼밸리 알파인 메도우즈(Squaw Valley Alpine 

Meadows) 등, 새로 재정비된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들이 리노에서 

자동차로 30-60분 거리에 포진해 있는 만큼, 수많은 동계 스포츠 

애호가들이 리노 타호를 가장 즐겨 찾는 스키 여행지로 꼽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들 리조트에는 스키 초보자에서부터 상급

자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500개의 슬로프가 있으며, 최신식 스

키 롯지에서 제공하는 VIP 서비스는 레이크 타호의 눈부신 경관과 

함께 리노 타호를 최고의 겨울 여행지로 꼽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리조트가 리노 타호 타운, 리노 다운타운, 리

노-타호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여러 노선의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 편리한 교통도 이에 한몫을 더한다. 평균 길이 4km에 달

하는 스키 슬로프와 연평균 12m에 달하는 풍부한 강설량은 리노 타

호 지역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임을 말해준다. 

리노 타호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일 뿐 아니라, 금메달리스트 데이

빗 와이즈(David Wise), 매디 보우만(Maddie Bowman), 숀 화

세계적인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배출한
리노 타호 지역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겨보자

1  휘트니 피크에서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기는 
관광객들 

2  다이아몬드 피크의 한 가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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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이트(Shaun White) 등 세계적인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여

럿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미국 

월드컵 알파인 스키 레이싱 챔피언인 줄리아 맨쿠소(Julia 

Mancuso)는 “리노와 레이크 타호 지역 전체는 너무나 많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보석 같은 호수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나에게 이 지역은 

고향과 같은 곳이며 자랑스러운 장소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선 끝없는 모험이 펼쳐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1960년 동계올림픽 당시 30개국에서 출전한 665명의 선수

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스쿼밸리는 리노 타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올림픽 이후, 

레스토랑, 호텔, 골프장, 기타 숙박시설이 가득하고 교통이 

편리한 마을로 탈바꿈한 덕에, 이곳은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여행지로 매년 성장해 왔다. 

강설량이 많고 설질이 좋은 스쿼밸리에는 매년 60만 명의 관

광객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다. 스쿼밸리 

알파인 메도우즈를 비롯한 이 지역의 많은 리조트는 리프트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키와 숙박을 연계한 다양한 패키

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가격 부담 없이 레이크 타호의 아

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관광객들은 스쿼밸리에 소재

한 올림픽 박물관을 방문하여, 역사적인 사진들과 과거 올림픽 

참가자들이 착용하고 사용했던 기념품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 

리노 타호에서는 최고의 환경에서 스키, 스노보드, 기타 아

웃도어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식당, 브루펍, 독특한 상점, 스파 시설 등을 이용하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스노슈잉, 개 

썰매, 아이스 스케이트, 스노모빌링, 튜빙 등 스키를 타지 않

는 사람을 위한 즐길 거리도 많이 있다. 눈이 오지 않는 따뜻

한 계절에도 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트러키 강(Truckee River)을 따라 카약

이나 보트, 튜브를 타고 노스 레이크 타호에서 다운타운 리노

까지 탐험하거나,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떠나볼 것을 추천

한다. 특히, 하이킹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리노 타호 전역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팀을 짜서 286.5km 코스를 24시간 내에 완주하는 리나 타

호 오디세이, 리노 로데오, 내셔널 챔피언십 에어 레이스, 루

카스 오일 오프로드 레이싱 시리즈, 리노 리버 페스티벌 등 

다양하고 특별한 아웃도어 행사 등도 마련되어 있다. 멋진 야

외나 산속에서 하루를 보낸 후 스키 리조트로 돌아와 불을 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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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이아몬드 피크 스키 리조트의 스노보더 

4  여행안내 프로그램 ‘걸스 밋 글로브(Girls Meet Globe)’ 
Reno 편의 한 장면

5  산타 크롤 행사

며 몸을 데우고, 마시멜로를 굽고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휴식

을 취할 수도 있다. 

슬로프를 내려와 조금만 걸어가면 훌륭한 음식을 즐길 수 있

는 곳들이 많이 있다. 알파인 메도우즈에는 북미 최초로 스

키를 신은 채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스타벅스가 있으며, 시

에라 앳 타호(Sierra-at-Tahoe)에는 브리스켓과 풀드 

포크 등 전통적인 인기 바비큐 메뉴를 선보이는 전문 식당

들이 있다. 빌리지 오브 노스스타 캘리포니아(Village of 

Northstar California)에는 모든 주류를 완비한 바와 카

페테리아를 갖추고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제퍼 롯지

(Zephyr Lodge)가 있다. 24개의 무한리필 뷔페식 스시 레

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생선으로 만든 가성비 좋은 스시를 먹을

수 있다. 더불어 리노 타호에는 매년 많은 음식 행사들이 열

린다. 100톤 이상의 립을 무료로 제공하는 바비큐 축제인 베

스트 인 더 웨스트 너겟 립 쿡오프를 비롯하여, 엘도라도 그

레이트 이탈리안 페스티벌, 다인 더 디스트릭트, 와인 온 더 

워터, 푸드 트럭 프라이데이스 등이 그 예이다. 

매월 수천 명이 참가하는 성대한 ‘펍 크롤(pub crawl)’ 행사

도 리노의 명물이다. 그중 산타 크롤(Santa Crawl)은 리노

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최대의 산타 펍 크롤 행사로 매년 

12월에 열린다. 산타 크롤 행사에서는 수천 명의 크리스마스 

캐릭터가 리노에 몰려들어 온 도시가 붉은색으로 물드는 장

관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엔 24개의 수제 맥주 양조

장이 있어, 리노는 맥주 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역이기

도 하다. 지역 양조장은 다양한 맛과 도수의 맥주를 제조한

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2016 베스트 오브 크래프

트 비어 어워즈(Best of Craft Beer Awards)에서 IMBI

B 커스텀 브루스(IMBIB Custom Brews)가 3개의 메달을 

휩쓸었고, 2014년에는 브라세리 세인트 제임스(Brasserie 

Saint James)가 그레이트 아메리칸 비어 페스티벌(Great 

American Beer Festival)에서 ‘올해의 중소 브루펍(Mid-

size Brewpub of the Year)’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리노에서 조금만 차를 타고 오면 유서 깊은 버지니아 시티

(Virginia City)와 주도인 카슨 시티(Carson City)에 갈 수 

있다. 역사적인 버지니아 시티 타운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

을 해 보고, 여러 관광명소와 숙박 시설, 맛있는 음식과 엔

터테인먼트가 있는 작은 마을 올드 웨스트 커뮤니티를 경험

해 보기를 추천한다. 버지니아 시티에는 퍼레이드, 살룬 크

롤(saloon crawl), 컴스탁 행사, 월드 챔피언십 아웃하우스 

레이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다. 광산이나 묘지

를 투어 가이드롸 돌아보며 버지니아 시티 역사의 단편을 엿

볼 수 있고, 오싹한 고스트 헌팅 투어에 참여할 수도 있다. 

1870년대에 5천만 달러가 넘는 은광석을 수송하기 위해 건

설된 V&T 철도를 타 볼 수도 있다. 

카슨 시티에서는 네바다 스테이트 페어(Nevada State 

Fair)를 즐겨보자. 도시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가축 시장, 

카니발 게임과 놀이기구, 콘테스트, 트랙터 풀(tractor pull)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이 되면 이곳에서는 영화 폴라 익스프레스의 한 장면을 재현

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영화에서처럼 차장이 기차표를 검사

하고, 주방장이 파자마를 입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핫초코를 

나누어주는 폴라 익스프레스 행사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

다. 다양한 박물관과 네바다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도 바로 이곳에 있다. 리노 타호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카슨 시티와 버지니아 시티에서는 리노 타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리노 타호 여행을 계획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VisitRenoTahoe.com에서 찾을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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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regon & Travel Oregon 

오리건
겨울	레포츠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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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케이드산맥의 광활한 산림과 
눈 덮인 여러 산봉우리들로 유명한 
오리건 주는 꾸준히 겨울 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축복받은 곳이다. 
오리건 주에서 가장 높은 마운트 
후드(Mt.Hood)를 비롯하여 마운트 
배첼러(Mt.Bachelor)와 마운트 
베일리(Mt.Bailey)에는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가 포진해 있다. 
오리건은 최고의 스키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 세계의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오리건 주는 흡사 미 대륙 전체의 축소판과 같다. 태평양 연안에는 

기암괴석이 가득한 바위 절벽과 아프리카의 사막 같은 모래 언덕이 

있고, 그 옆에는 캐스케이드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북쪽

에는 2000km 길이의 컬럼비아 강의 웅장한 협곡이, 동쪽 끝에는 

북미에서 가장 깊은 계곡인 헬스 캐니언이 있다. 이처럼 자연이 만

들어낸 황홀한 절경은 오리건의 큰 자랑거리이다. 

오리건에서는 일 년 내내 신나는 모험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겨울의 오리건은 조금 더 특별하다. 눈이 쌓인 화산 호수 

주변에서 스노슈잉을하고, 산악 리조트에서 야간 스키를 즐기며 겨

울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년설이 쌓인 마운트 후드에

서는 일 년 내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

은 이렇게 웅장한 산이 도시에서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큰 축복으로 여긴다. 

마운트 후드 메도우즈 스키 리조트(Mt. Hood Meadows Ski 

Resort)에서는 8km2가 넘는 스키장에서 다운힐, 크로스컨트리, 

백컨트리 스키를 즐길 수 있다. 마운트 후드에서 날씨가 맑고 바람

이 덜 부는 남동쪽에 자리 잡은 이 리조트에서는 초급자에서부터 상

급자까지 모두 재미있고 다양한 지형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탈 수 

있다.

마운트 후드 스키보울(Mt. Hood Skibowl)은 65개의 주간 슬로프

와 34개의 야간 슬로프를 갖추고 미국 최대의 야간 스키장을 운영하

는 리조트이다. 포틀랜드에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마운트 후드에서도 최고의 리조트로 정평이 나 있다. 

가족들이나 스키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스키보울 스노 튜브 앤 어

드벤처 파크(Skibowl Snow Tube and Adventure Park)에서 

컨베이어 리프트를 타고 잘 정설 된 언덕에 올라 화려한 조명과 음

악이 함께 하는 코스믹 튜빙(cosmic tubing)을 즐기거나, 아이들

을 위한 놀이공원 프로스티즈 플레이랜드(Frosty’s Playland)에 

가보거나,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미니 z 스노모빌을 즐기며 겨울의 재

미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로비에서 스키를 신고 바로 슬로프로 이동할 수 있는 팀버랜드 롯

지 앤 스키 에어리어(Timberline Lodge & Ski Area) 리조트는 

탁 트인 전망이 아름다운 곳으로, 미 대륙에서 가장 오랫동안 스키

를 즐길 수 있다. 해발 1,124m에 달하는 지형에 초급자와 상급자

용 코스를 모두 갖춘 41개의 슬로프가 뻗어 있다. 국가 역사기념물

(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된 롯지는 1930년대 최

캐스케이드산맥이 준
최고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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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화, 목각, 철 세공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팀버랜

드 롯지는 스키와 하이킹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뿐 아니라 

산기슭에서 오리건 와인 한 잔을 마시러 오는 2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특별한 장소

이다. 

북미에서 여섯 번째로 큰 리조트인 마운트 배첼러(Mt. 

Bachelor)에서 높이 쌓인 파우더 스노를 즐겨보자. 벤

드(Bend)에서 자동차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배첼러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건조하고 쾌청한 고지대라는 초현

실적인 캔버스를 펼쳐놓는다. 이곳에서는 로키산맥 서부

에서 가장 가볍고 건조한 눈을 만날 수 있다. 배첼러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은 스키와 스노보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리건 트레일 오브 드림즈(Oregon Trail of 

Dreams)를 따라 개 썰매를 타고 평화롭게 눈 위를 미끄

러져 달리며 오리건 중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스

노슈즈를 신고 미국 산림청 소속 동식물 학자의 무료 해

설을 들으며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형을 탐험해 보자. 

산 속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는 벤드 산기슭에 위치한, 다

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양조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하

루를 마무리하자.  

세일럼(Salem)과 윌라멧 밸리(Willamette Valley) 중

앙부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 후두(Hoodoo)에는 밸리 

지역과 센트럴 오리건의 스키어들이 모여든다. 후두에서

는 더 깊고 경사가 가파른 슬로프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리조트 뒤쪽에는 

도전 본능을 자극하는 깊은 파우더 스노가 있고, 앞쪽에

는 곱게 다져진 슬로프가 있다. 어느 쪽을 선호하든, 후

두를 둘러싼 장엄한 자연경관과 야간 스키의 재미를 한번 

맛보면 자꾸만 다시 이곳을 찾게 된다. 스키를 즐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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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라 해도, 인기 만점의 아우토반 튜브 힐(Autobahn 

Tube Hill) 등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한 즐길 거리가 있다. 

색다른 방식으로 설산을 즐기고 싶은가? 트랙을 벗어나 동

부 오리건 마운트 베일리(Mt. Bailey)에서 캣 스키를 경험

해 보자. 캣 스키 마운트 베일리(Cat Ski Mt. Bailey)에

서는 대형 스노캣 정설기를 타고 설산 정상부로 올라가, 가

이드의 인솔하에 최고의 딥 파우더 백컨트리 스키를 탈 수 있

다. 왈로와 알파인 헛츠(Wallowa Alpine Huts)에서 운

영하는 투어에 참가하면 이글 캡 와일더네스(Eagle Cap 

Wilderness)에서 파우더 스노를 즐기며 스키와 스노보드를 

탈 수 있다. 4-5일간의 투어 프로그램에는 유르트 캠핑, 맛

있는 음식, 사우나, 그리고 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좋아하는 최고의 왈로와 파우더 스노 액티비티가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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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USA

유타, 겨울 액티비티 천국

미국을 대표하는 스키 지역인 유타 주의 눈은 고운 가루와 같

은 독특한 질감 덕에 “지구상 최고의 눈”이라 불린다. 솔트

레이크시티 1시간 거리에는 이 눈을 즐길 수 있는 10여 개

의 최고급 리조트를 만날 수 있어,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스노버드 스키 & 서머 리조트

스노버드 스키 & 서머 리조트(Snowbrd Ski & Summer 

Resort)는 2002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솔트레이크시티

에서 자동차로 약 4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약 3,000m 높이에 위치한 히든 피크에서는 다양한 슬로프에

서 각자의 수준에 따라 스키와 스노보딩을 즐길 수 있고, 워

새치 산과 솔트레이크 밸리의 멋진 풍경과 함께 곱게 쌓인 눈

밭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추워진 몸을 녹이고 싶으면 최근에 산 정상에 새롭게 문을 연 

카페 “더 서밋 (The Summit)”에 가거나, 웅장한 산세를 배

경 삼은 야외 온수 수영장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인 다음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피로를 달래는 것도 가능하다.

알타 스키 리조트 : 스키어들이 꿈꾸는 곳

다음 목적지는 리틀 코튼우드 캐니언(Little Cottonwood 

Canyon)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알타 스키 리조트(Alta Ski 

Area)로 잡아보자. 이곳에는 스키 전용 슬로프가 마련되어 

있어, 스노보드 없는 환경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알타 스키 리조트와 스노버드, 브링턴, 솔리튜드 등의 솔트레

이크 인근 사계절 리조트를 찾을 계획이라면 스키 시티 슈퍼 

패스(Ski City Super Pass)를 이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최고 시설을 갖춘 리조트가
포진한 겨울 스포츠의 천국

미국	대표	스키	지역,

유타	주와
콜로라도	주

미국은 스키를 비롯한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겐 최고의 나라이다. 
이미 네 번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동계 
스포츠 강국 미국에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키 리조트가 전 지역에 퍼져 있다. “지구상 
최고의 눈 (The Greatest Snow on 
Earth)”이라 불리는 고운 설질을 가진 유타 
주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스키의 고장, 
콜로라도 주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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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시티와 디어 밸리 리조트

다음엔 알타 스키 리조트에서 

약 45분 거리에 있는 파크 시

티(Park City)를 향해 길을 떠

나보자. 레스토랑과 바가 넘쳐나는 이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

를 저녁 무렵에 걸으며 도시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도심에

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디어 밸리 리조트(Deer Valley 

Resort)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뛰어난 서비스로 명성이 높

다. 자동차를 세우면 주차를 돕는 직원들이 차 문을 열어주고 

스키 장비도 리프트 바로 앞까지 옮겨준다. 스키를 무료로 하

룻밤 보관해주는 것은 덤. 식사는 디어 밸리 그로서리 카페

(Deer Valley Grocery Cafe)의 홈메이드 터키 칠리를 추

천한다.

파크 시티 시내 인근의 파크 시티 리조트(Park City Resort)

는 미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키 리조트로 유명하다. 산속

에 우뚝 솟은 이 리조트에는 다양한 슬로프가 마련되어 있어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슈퍼파이프에서는 점프

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경치 좋기로 유명한 콜로라도 주의 아스펜/스노매스

최상급 스키 여행, 세계 최고 수준의 다이닝과 밤 여흥 문화, 

빼어난 고급 쇼핑까지 무엇도 놓칠 수 없다면 아스펜/스노매

스(Aspen/Snowmass)를 추천한다.아스펜은 규모는 작지

만,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도시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

곳을 찾는다. 인근 스노매스 지역은 산악 스포츠를 즐길 최적

화된 관광지로 정평 나 있다. 아스펜/스노매스는 겨울뿐만 아

니라, 연중 언제 찾아도 좋은 여행지로 리조트 시설들이 아스

펜/피트킨 공항(ASE)에서 15분도 채 

걸리지 않아 매우 편리하다.

스노매스, 아스펜 마운틴, 아스펜 하이

렌즈, 버터밀크

아스펜 스키 컴퍼니에서는 스노매스(Snowmass), 아스

펜 마운틴(Aspen Mountain), 아스펜 하이렌즈(Aspen 

Highlands), 버터밀크(Buttermilk) 네 곳의 스키 리조트

를 운영하고 있다. 아스펜 시내에서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으

로 가는 특별한 경험이 가능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부드러운 솜털 같은 눈과 넓은 전용 슬로

프 덕분에 스키 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밤에는 스키 뒤

풀이를 즐기는 사람들 덕에 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화려

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아스펜/스노매스의 스키 및 스노보드 학교에서는 편안하고 

안전에 특히 중점을 둔 최첨단 스키 및 스노보드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스노매스의 엘크 캠프 미도우(Elk Camp 

Meadows)에는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세 살 

유아에게도 스키를 지도해준다. 어른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

되는 강습을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챌린지 아스펜 프로그램(Challenge Aspen Program)과 

여러 편의시설 덕에 신체 및 인지 장애를 가진 이들도 언제나 

이곳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눈 덮인 산을 미

끄러지는 특별한 체험 앞에 몸을 사리지 않는 장애인 여행객

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미국 여행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보는 미국 공식 여행 웹사이트 

https://www.gou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아스펜 전경 

2  아스펜 맥주

3  스노버드 트램

4  디어 밸리 스키

5  파크 시티 메인 스트리트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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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 Destinations

Vail Resorts

에픽 패스
특별한 휴가를 위한
필수 준비물

에픽 패스로 이용 가능한
미국의 스키 리조트

에픽 패스 하나면, 콜로라도 주의 베일(Vail), 비버 크릭(Beaver 
Creek), 브레켄릿지(Breckenridge), 키스톤(Keystone), 아라파호 
베이슨(Arapahoe Basin), 유타 주의 파크 시티(Park City), 레이크 타호 
헤븐리(Heavenly), 노스스타(Northstar), 커크우드(Kirkwood), 버몬트 
주의 스토(Stowe), 미네소타 주의 애프턴 알프스(Afton Alps), 미시건 주의 
마운트 브라이튼(Mt. Brighton), 위스콘신 주의 윌모트 마운틴(Wilmot 
Mountain)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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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 패스(Epic Pass)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올겨울 해외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탈 계획이라면, 에픽 패

스 하나로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다. 성인 기준 가격 $859에 

판매되는 2017-2018 에픽 패스를 구매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에 소재한 최고의 스키 및 스노보드 리조트 45곳과 유럽 

리조트 30 곳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리조트에서 스

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고 완벽한 서비스에 감동받을 수 있

다. 에픽 패스로 이용 가능한 미국의 스키 리조트들에 대해 

알아보자. 

파크 시티

유타 주 파크 시티의 중심에 위치한 파크 시티 리조트는 솔트

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서 차로 3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파

크시티에는 30km2의 스키 및 스노보드 지형과 265km의 초

급자부터 상급자가 탈 수 있는 슬로프가 있다. 2015년 여름

에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는 인근 캐니언스 리조트(Canyons 

Resort)와 파크시티 리조트를 연결해 미국 최대의 스키장을 

탄생시켰다. 3개의 차별화된 스키 베이스, 9개의 호텔, 온 가

족이 함께 즐기는 신나는 모험, 24개 이상의 식당 등을 완비

한 파크 시티에서는 일 년 내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로비에서 스키를 신고 바로 슬로프로 이동할 수 있고, 마을에 

가까운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춘 파크 시티는, 정통성 있고 유

서 깊은 서부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접근성이 좋은 세계적인 

산악 관광지이다. 파크 시티에서 300개 이상의 슬로프, 41

개의 리프트, 8개의 터레인 파크, 14개의 분지, 6개의 자연 

하프파이프, 1개의 슈퍼파이프와 1개의 미니파이프를 즐겨

보자.

• 어디서 묵을까  그랜드 서밋 호텔(Grand Summit 

Hotel), 월도프 아리스토아 파크 시티(Waldorf Astoria 

Park City), 매인 앤 스카이(Main & Sky), 더블 트리 바이 

힐튼 파크 시티(DoubleTree by Hilton Park City)

• 어디서 먹을까  더 팜(The Farm), 레드 테일 그릴(Red 

Tail Grill), 리버호스 온 메인(Riverhorse on Main), 핸

들(Handle), 마이너스 캠프(Miner’s Camp), 더 바이킹 유

르트(The Viking Yurt)

베일

20km2의 스키 및 스노보드 지형, 234km의 슬로프, 11km

에 달하는 7개의 전설적인 분지,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잘 

관리된 지형을 갖춘 베일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정적인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에게 특별한 겨울 휴가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베일은 미국 국가대표 스키 팀의 시즌 초반 골든 피크

(Golden Peak) 훈련 기간, 버튼 US 오픈 스노보딩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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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Burton US Open Snowboarding Championships), 

2015 월드 알파인 스키 챔피언십(2015 World Alpine Ski 

Championships) 기간 동안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연 300일 이상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이곳

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모

여 함께 즐기는 곳으로 남아있다. 베일 스키 앤 스노보드 스

쿨 행사, 레저 활동, 축제, 상점과 스파, 다양한 음식 문화, 

럭셔리한 숙소에 이르기까지 베일에서는 아주 특별한 휴가를 

경험할 수 있다. 창립자들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전

과 고객 서비스와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노

력이 어우러진 베일은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산악 리조트이다.

• 어디서 묵을까  더 아라벨리 앳 베일 스퀘어(The 

Arrabelle at Vail Square), 더 롯지 앳 베일(The Lodge 

at Vail), 포 시즌스 베일(Four Seasons Vail), 더 세바

스찬 베일(The Sebastian Vail), 솔라리스 베일(Solaris 

Vail)

• 어디서 먹을까  게임 크릭 레스토랑(Game Creek 

Restaurant), 더 텐스(The 10th), 라 보테가(La 

Bottega), 마츠히사 베일(Matsuhisa Vail), 마운틴 스탠

더드(Mountain Standard)

비버 크릭  

리조트 곳곳에서 일하며 스키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스키 스쿨 앰배서더(Ski School Ambassadors)와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컨시어지 데스크를 보면, 비버 크릭이 얼마

나 작은 디테일까지도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다. 오래된 듯한 

야외 스케이트 링크가 설치된 친숙한 유럽풍 마을 주변에 보

행자를 위해 조성된 마을은 부티크, 고급 레스토랑, 활기찬 

바, 세련된 갤러리로 가득하다. 하지만 난방이 공급되는 보도

와 에스컬레이터 덕에 이곳에서 추위에 떨며 돌아다녀야 하

는 일은 없다. 비버 크릭은 북미 스키 월드컵이 개최되는 곳

으로, 스키어와 스노보더에게 더 훌륭한 설질을 제공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골드 더스

트(Gold Dust) 슬로프를 따라 24대의 전자동 첨단 제설 장

비(snowmaking gun)를 설치하였다. 스키 시즌 내내 주기

적으로 가동되는 제설기는 눈이 내리지 않는 날에도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신선한 눈을 제공한다.

• 어디서 묵을까  디 오스프리 앳 비버 크릭(The Osprey at 

Beaver Creek), 더 파인스 롯지(The Pines Lodge), 리

츠칼튼 배첼러 걸치(Ritz-Carlton Bachelor Gulch), 파

크 하얏트 비버 크릭 리조트 앤 스파(Park Hyatt Beaver 

Creek Resort & Spa)

• 어디서 먹을까  비노스 캐빈, 잭스 캐빈(Zach’s Cabin), 

그로스 마운틴 그릴(Grouse Mountain Grill), 새들릿지 

앤 오스프리 파이어사이드 그릴 앤 라운지(SaddleRidge 

and Osprey Fireside Grill & Lounge)

브레켄릿지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조트 중 하나인 브레켄릿지에

서 거대한 설산에서 즐기는 스키와 작은 마을의 매력을 느껴

보자. 정통성 있고 세련된 콜로라도 산악 마을에 우뚝 솟은 5

개의 거대한 봉우리, 12km2의 스키 지형, 167km의 슬로

프, 4개의 터레인 파크, 6.7m 높이의 슈퍼파이프, 북미에

서 가장 높은 리프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아웃도

어 프로그램, 세계적인 스키 및 스노보드 스쿨까지, 이 리조

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이 지역

의 오랜 광산업의 역사를 접하고 특유의 친절한 분위기를 느

끼다 보면 어느새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메인 스트리트를 걸으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정통성 있는 건물들 앞을 지나가보자. 350

개의 역사적 건축물을 자랑하는 ‘브렉’은 콜로라도 최대의 역

사 지구이기도 하다. 친절하고 친근한 사람들, 200개가 넘는 

식당, 바, 상점과 일 년 내내 계속되는 이벤트로 유명한 ‘브렉’

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삶의 방식을 대표하

는 곳이다.

• 어디서 묵을까  마운틴 선더 롯지(Mountain Thunder 

Lodge), 원 스키 힐 플레이스(One Ski Hill Place), 더 

빌리지 호텔(The Village Hotel), 크리스털 피크 롯지

(Crystal Peak Lodge), 더블트리 바이 힐튼 브레켄릿지

(DoubleTree by Hilton Breckenridge)

• 어디서 먹을까  파이어니어 스테이션(Pioneer Station), 

블루 리버 비스트로(Blue River Bistro), 하스스톤 레스토

랑(Hearthstone Restaurant), 렐리쉬(Relish), 더 리빙 

룸 앳 원 스키 힐 플레이스(The Living Room at One Ski 

Hill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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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럭 셔 리

모 험

가족과 함께 스키 여행을 하다 보면 ‘함께 운동하는 가족은 화목하다’는 옛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함께 스키를 타고 산을 내려오다 보면 가족들은 하나가 되어 더욱더 

끈끈해진다. 함께 설산을 누빈 후, 숙소로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면서 하루를 

돌아 보면 매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다. 에픽 패스를 손에 쥐고 가족과 함께 산을 

느껴보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스키를 타거나 내가 원하는 일정에 따라 럭셔리한 여행을 

하면 어떨까? 개인 맞춤 서비스, 룸 안에서의 스파, 로비에서 스키를 신고 슬로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숙박시설, 산속의 프라이빗 샬레에서의 작은 파티, 전문 셰프가 

준비한 훌륭한 음식을 상상해 보자. 에픽 패스만 있다면 꿈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모습

이 현실이 된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것 외에도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을 사랑

하고, 스릴 넘치는 산속의 모험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에픽 패스를 이용하여 죽

기 전에 꼭 해 보아야 할 겨울철 모험에 도전해보자. 이곳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지 안전하게 머물면서 즐거운 추억거리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뿐이다.

• 파크 시티에서 운영하는 스키 앤 스노보드 스쿨에서 온 가족이

 개인 강습 받기

• 키스톤 산 정상에 세워진 세계 최대의 눈 요새 구경하기 

• 베일의 어드벤처 릿지에서 스키 바이크와 아동용 스노모빌 트랙을

 즐기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노 튜빙 레인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기

• 화이트 글러브 퍼스트 트랙을 경험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의

 비버 크릭에서 스키 타기

• 게임 크릭 샬레에 위치한 베일 빌리지에 묵으며 해발 3,200m에서

 럭셔리한 주말 보내기

• 베일의 더 롯지에 있는 프라이빗 샬레에서 내 집 같은 편안함 누리기

• 비버 크릭에서 야외 눈썰매를 타고 비노스 캐빈에 가서 만찬 즐기기

• 파크 시티의 주피터 리프트를 타고 인적 없는 곳으로 가서 

 파우더스노 즐기기

• 커크우드 리조트에서 가파른 경사의 ‘더 월 앳 커크우드’ 정복하기

• 브레켄릿지에서 북미에서 가장 높은 브렉스 임페리얼 익스프레스

 슈퍼 체어리프트 타보기

• 키스톤 산 어드벤처 투어에 참가하여 스노캣 설상차 타기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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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Lites Snowshoes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스노슈즈로
더 멀리, 더 가볍게 달리자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
겨울	러닝이	쉬워진다!

한 짝의 무게가 300g도 되지 않는 스노슈즈가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
지난 2년간 스노슈잉 종목 남자 10km 경기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모두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를 신고 달렸다. 스노슈 레이싱의 페이스 타임(pace time)은 

통상 마일 당 8초 미만인데, 올해 10km 레이스에서 최고의 페이스 타임은 마일 당 5초 25였다. 
열악하거나 허술한 장비로는 그 속도로 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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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슈즈와 함께라면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도 손쉽게 러닝

을 즐길 수 있다. 스노슈즈란 단어를 듣고 옛날 서부 개척시

대 영화에서 보던 구부러진 나무와 생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떠올린다면 큰 오산이다. 현대의 스노슈즈는 러닝에 특화되

어 있어, 이를 신으면 눈이 오는 겨울에도 가볍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 평소에 즐겨 신는 러닝화를 스노슈즈에 장착하

기만 하면 되니 매우 간편하기까지 하다. 

스노슈잉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장착한 현대적인 스노슈즈가 

개발되면서 활성화되었다. 알루미늄 프레임 스노슈즈는 가격

대가 낮아 일반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제품이지만, 

이는 제대로 된 스노슈잉을 하기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은 제

품이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러닝 및 

레이싱용 스노슈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활동성과 퍼포먼

스 향상에 관심 있는 스포츠 애호가라면 가벼우면서도 내구

성이 뛰어난 장비에 관심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노

슈즈를 선택할 때에도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2년 위스콘신에서 설립된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는 한 켤

레당 무게가 600g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스노슈

즈를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가 제

작하는 제품 중 가장 무거운 트레킹 스노슈즈조차 한 켤레에 

1.4kg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는 한 켤레의 무게가 4kg까지 

나가는 전통적 스노슈즈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는 성능 또한 뛰어나다.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에 장

착된 금속 밑장은 미끄럼을 방지해 주어 어떠한 지형에서도 

잘 접지하게 해준다.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는 ‘여정을 즐기라’고 

사람들을 격려한다. ‘여정’이란 열악한 장

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느끼고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짝의 무게가 300g도 되지 않

는 스노슈즈가 과연 얼마나 튼

튼할까? 지난 2년간 스노슈잉 

종목 남자 10km 경기에서 금

메달과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모

두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를 신고 

달렸다. 스노슈 레이싱의 페이스 타

임(pace time)은 통상 마일당 8초 

미만인데, 올해 10km 레이스에서 최고의 페이스 타임은 마

일당 5초 25였다. 열악하거나 허술한 장비로는 그 속도로 달

릴 수 없다.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를 신

고 영하 45°C의 날씨를 극복하며 아이디타로드(Iditarod)

의 1,609km가 넘는 트레일을 따라오지 트레킹을 하거나, 

42~240km을 달리는 복수의 레이스에 참가하기도 했다.

오리건 주의 사막 트레일을 비롯하여 다수의 하이킹 트레일

을 완주한 하이킹 전문가 마이크 서머스(Mike Summers)

는 2017년 1월 아이스 에이지 트레일(Ice Age Trail)을 외

부의 도움 없이 종주하는 최초의 도전자가 되었다. 아이스 에

이지 트레일은 위스콘신 중부에 위치한 1,609km에 달하

는 트레킹 코스다.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트레킹 코스가 

1,046km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여전히 힘들고 거친 

여정이었다. 서머스는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를 신고, 얼어붙

고 패인 바위투성이의 길과 아스팔트 길을 나뭇가지, 바위, 

진흙과 같은 방해물을 헤치며 무리 없이 종주할 수 있었다.  

이는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가 통과한 가장 험난한 테스트였

다고 자부한다.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는 너무나 가벼워서 여타의 스노슈즈

보다 훨씬 자주 사용하게 된다. 계속해서 험하게 사용하더라

도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의 연간 수선율은 0.5%도 되지 않는

데, 이는 제품 보증기간 내에 제공하는 무상수선과 최대 25

년 동안 제공되는 스노슈즈의 마모 수선까지 포함했을 경우

의 비율이다.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는 어떠한 손상이라도 쉽

게 수선이 가능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가볍고 

견고한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는 수년간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성비를 자

랑한다.  

스노슈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겨울철에도 러닝을 계속하자. 

스노슈잉에 관심을 갖고 시작해 

보자.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전국 대회나 세계 챔피언십의 

출발선에 서 있게 될지 모른다. 스

노슈잉에 관해 더 알아보고, 여정을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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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co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축 철학과
사회 공헌 정신을 담은
캠핑카

제이코 캠핑카에는 안전을 향한 
제이코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 
제조 공정 대부분에서 아미시들의 
전통 수제 제조 방식에 따라 
제작된 제이코 캠핑카는 그 
안전성과 견고함을 자랑한다. 
또한, 친환경 재료로, 친환경 
공정에 입각해 제작된 제이코의 
친환경 RV는 한 기업이 자연을 
보호하고 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4계절
캠핑의	동반자
“제이코”

캠핑카의
스탠더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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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코(Jayco, Inc.)는 미국을 대표하는 종합 카라반, 모터

홈 제조업체로서 RV(Recreational Vehicle) 전 타입에 걸

쳐 다양하고 활용성 높은 모델들을 생산하며, 지난 50여 년

간 산업 스탠더드를 제시해 왔다. 

그들만의 아미시 건축철학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되어 안

전성과 견고함을 자랑하는 제이코 캠핑카는 찌는 듯한 여름날

에도 눈이 펑펑 오는 겨울날에도 즐거운 캠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캠핑카”라는 상품에 제이코 브랜드로 담아낸 아미시 장인 정

신과 제이코 커뮤니티 정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제이코가 구

축해 온 1등 스탠더드의 바탕이 되었으며, 제이코는 이를 계

속 갱신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새로 써 내려가고 있다.

1968년, 지금은 고인이 된 Lloyd J Bontrager에 의해서 

설립된 제이코는 보다 나은 RV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사회 

에 공헌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강한 믿음과 비전이 바탕이 되 

어 시작되었다. 가족들을 보다 친밀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 

웃들과 지역사회를 하나의 큰 “가족”처럼 대하고자 하는 그의 

창업정신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양계 창고를 개조하여 생산라인을 갖춘 창업 첫해, 특허를 기

반으로 132대의 Fold-down camper를 제작 판매한 제 이

코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왔다. 지금은 캠핑트레 일

러, 트래블트레일러, 토이홀러, 피프쓰휠, 모터홈 등 RV 전

타입에 걸쳐 여러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0개 딜

러와 함께 제품과 기업 이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창업자 Lloyd J Bontrager와

캠핑트레일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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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시 장인 정신

제이코 캠핑카의 구조물에는 안전을 향한 그들만의 철학이 깊

이 반영되어 있다. 캠핑카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이코는 RV 전용 프레임을 직접 제조하고, 자체적인 루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캠핑카 제조 공정의 대부분 

을 아미시들의 전통 수작업 제조 방식(Amish Handmade 

Craftsmanship)을 따르고 있는데, 아미시의 장인 정신이 

야말로 제이코가 안전한 캠핑카를 만드는 비결이다.

16단계에 이르는 RV 제조 공정 중, 디자인에서부터 생산 배 

치 준비, 제조, 완성 및 검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 

으로 이루어진다. 캐비닛과 소파 등의 가구 하나를 제작하는 

것도 수작업을 통해 순서에 맞게 제작되는데, 그 각각의 단계 

가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캠핑카로 완성되어 가는 과 

정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도자기를 함께 빚어 나가는 여정에 

빗대어 볼 수 있다.

단순한 시스템과 매뉴얼 만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장인의 노하 

우로서의 이 수작업의 가치는 생산라인에서 도제방식을 통해 

세대를 거듭해 전달되어 내려가고 있다. 제이코에서는 한 생 

산라인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일가친척이 함께 근무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독특한 전통은 캠핑카 제 

작자들이 올바른 직업윤리를 가지고 보다 완성도 있는 결과 

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친환경주의

“친환경”은 제이코 회사 전반을 지배하는 테마이다. 제이코 

는 친환경 재료로, 친환경 공정에 입각해, 친환경 RV를 만들 

어 냄으로써 한 기업이 자연을 보호하고 이 자연을 다음 세대 

에게 물려 주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애쓰고 있다.

일례로, 제이코는 2015년 여름까지 매립형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즉, “Landfill-Free”를 선언했다. RV 제조업체가 

그것도 매립형 쓰레기를 일체 만들지 않고 납품되는 모든 포 

장재까지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도전이자 

회사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이코는 그 약속을 지켰다. 제이코 공장의 생산라인 

에서는 부속 포장재 한 장에서부터 고무 밴드 한 개까지도 전 

량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다. 제이코는 100% Landfill

Free를 달성을 뿐 아니라, RV가 한 대씩 팔려 나갈 때마다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산 

업 전반에 친환경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쳐 나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이어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제이코의 제이플라 

이트는 RV 업계 최초로는 Gold Medal Green 인증을 통해 

친환경 RV로 인정받았으며, 친환경 재료의 사용과 에너지 효

율이 높은 디자인과 내외 부품 구성 등은 소비자의 사용성 측

면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북미 넘버원 셀러 트레일러

미국을 대표하는 제이코의 대표 트레일러, 제이플라이트(Jay 

Flight)의 높은 가성비와 실용성 덕에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01년 처음으로 선을 보인 제이플 

라이트는 가족용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홈으로서 형태의 다양 

성과 기능의 확장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전성과 견고함에 

큰 중점을 둔 제품이다.

누적 판매량 150,000대에 이르는 트래블트레일러 제이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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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2년 연속 북미 판매 1등을 기 

록했다. 많은 것이 단명하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의 브 

랜드 라인으로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았다 

는 사실은 제이플라이트의 보편성과 대표성을 말해준다. 이 

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소비자에게 필요한 요소를 

담아내려 한 제이코의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다.

RV가 “자동차”라는 동산과 “집”이라는 “부동산”의 결합 형태 

인 만큼,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필

요로 하고, 각 모델들도 형태와 마감에 따라서 차등된 가격으

로 시장에 선보여야 한다. 제이코는 여러 타입의 캠핑카를 제

이 코 서브 브랜드로 합리적인 가격에 시장에 소개하고 있다.

제이플라이트 DST, 제이플라이트 Bungalow, 제이플라이 

트 SLX 등의 서브 브랜드는 캠핑카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 하 

면서도 다양한 고객의 목적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 

하였다. 

제이코는 현재의 Top 브랜드 포지션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RV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보다 많은 가정에서 캠핑카를 

사용함으로써 기쁨과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제이플라이트의 브랜드 전략은 제이플라이트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매되는 트레일러로 기록되는 결과로 이

어졌다. 

제이코-코리아 for Korean RVing

대한민국 시장에는 (주)비투윈이 “제이코 코리아”라는 이름

으로 제이코의 브랜드와 상품을 국내 딜러를 통해서 독점 공

급하고 있다. (주)비투윈은 제이코라는 브랜드와 RV라

는 상품을 통해서 한국형 서비스와 응용 모델을 제시하여 

“Korean RVing” 문화와 솔루션 창출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웃 사랑 실천이라는 (주)비투윈의 창사 이념을 실천 

하기 위해서 캠핑카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가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전 세계 어린이를 구호하

고 양육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후원을 시작으로, 사

회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두의 변호사”, 보

육원 아이들에게 음식과 사랑을 전달하는 “모두의 요리사” 등 

캠핑카를 통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이어 나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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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 Destinations

Lake Tahoe Visitors Authority

나에게 가장 적합한 리조트는 어디일까?

타호	사우스
하늘	호수로	떠나는	겨울	여행

헤븐리 마운틴 리조트(Heavenly Mountain Resort)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리조트로, 스키장에서 내려다 보이는 호수의 전경은

입을 딱 벌어지게 한다. 시에라 앳 타호(Sierra at Tahoe)는 스키와 스노보드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코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커크우드 마운틴 리조트 (Kirkwood Mountain Resort)는

상급자를 위한 코스와 강습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Heavenly Mountain Resort

36          WINTER SPORTS USA



@Lake Tahoe Visitors Authority / Rachid Dahnoun

@Lake Tahoe Visitors Authority

레이크 타호는 2016년 10월 25일 자 US 뉴스 & 월드 리포

트(U.S. News & World Report)에서 ‘올 겨울의 가야 할 

최고의 장소 15곳’ 중 하나로 뽑혔다. 아름다운 경치, 다양한 

레저활동, 스키와 스노보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엔

터테인먼트와 여흥이 그 이유다. 또한 지난 시즌 강설량이 예

년의 2배에 달했던 만큼, 2017-2018 시즌도 스노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 해발 1,897m에 위치한 레이크 타호는 

길이 35km, 폭 19km에 달하는 호수로, ‘하늘 호수(The 

Lake of the Sky)’, ‘시에라의 보석(Jewel of the Sierra)’

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겨울철 레저활

동은 스키와 스노보드이지만, 스노슈잉, 눈썰매, 스노모빌

링, 눈 놀이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 레이크 타호는 엄

청난 규모와 깊은 수심으로 인해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덕분

에 유람선이 일 년 내내 운영되어, 스키 이외의 레저활동과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하나의 옵션이 되고 있다.   

헤븐리 마운틴 리조트(Heavenly Mountain Resort)에서

는 ‘나만의 경험 디자인하기’라는 맞춤형 개인 레슨 프로그램

을 통해 스키와 스노보드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서부터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고 싶은 베테랑까지 원하는 지형, 스타일, 실

력에 따라 레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뒤늦게 스키와 스노보

드 강사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산 정상과 베이스 롯지에 위치

한 키오스크에서 쉽게 강사를 찾을 수 있다. 

동계 스포츠 마니아들은 헤븐리 곤돌라(Heavenly 

Gondola)를 이용하여 카지노, 호텔, 콘도 등 서로 도보 거리

에 위치한 숙박 시설에서 산 정상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2개 주에 걸친 스키 슬로프를 보유한 헤

븐리 마운틴 리조트는 탁 트인 레이크 타호 전망을 선사한다. 

시에라 앳 타호(Sierra at Tahoe)는 스키 레슨을 위해 인공

적으로 조성한 ‘스마트 터레인’을 활용하여 초보자 코스를 확

대했다. 스마트 터레인은 무게 중심 및 회전 방향의 이동, 정

지를 용이하게 해주는 특징적 지형을 갖추고 있어, 초보자가 

스키와 스노보드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

준다. 

커크우드 마운틴 리조트(Kirkwood Mountain Resort)

는 30cm 이상 쌓인 자연설, 가파른 슬로프, 눈 처마로 유명

하며, 플래그십 프로그램인 ‘탐험: 커크우드(Expedition : 

Kirkwood)’를 통해 매일 운영되는 산악 가이드 투어와 개인 

맞춤형 스노캣(설상차)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커크우드의 교

육 프로그램 ‘디스커버리 시리즈(Discovery Series)’는 실력 

향상을 원하는 중급자 이상 전문 스키어와 스노보더를 대상으

로 한다. 커크우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독특하고 도전적

인 상급자 코스는 수강생들의 자신감을 기르고 기술을 향상시

켜 준다.   

타호 사우스(Tahoe South)는 지난 몇 년간 7억 달러가 넘는 

자본을 투자해 왔는데, 남부 호안에 소재한 다양한 스키 리조

트에서 계속적으로 출시하는 새로운 상품, 매력적인 숙박시

설, 혁신적인 외식 경험, 스키 뒤풀이 행사에 최적화된 새로

운 지역 수제 맥주 양조장 덕분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었다. 타호 사우스는 여흥, 엔터테인먼트, 게임으로 

유명하다. 미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야간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겨울 여행지는 이곳뿐이다.  

레이크 타호는 리노 타호 국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

고 있으며, 매일 공항 셔틀 서비스가 운영된다. 새크라멘토에

서 2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시간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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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최고의 겨울 여행을
계획해 보자!

호수와 산맥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노스 레이크 타호는 일 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노스 레이크 타호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모두 간직한 곳이지만, 
특히 겨울에는 그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멋진 설경과 겨울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휴가지이자 자연의 일부가 되어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찾을 수 있는 
곳, 노스 레이크 타호로 떠나보자.

Tourism & Destinations

North Lake Tahoe

노스	레이크	타호
반짝이는	푸른	호수와	웅장한	산맥의
절경	속에서	즐기는	겨울	휴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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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를 

잇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위치한 노스 레이크 타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

연 휴양지 중 하나이다. 높이 

솟은 웅장한 산맥이 반짝이

는 푸른 호수를 둘러싸고 있

는 이곳은 자연이 만들어 낸 

최고의 절경이다. 자연의 일부가 되어 모험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다.

노스 레이크 타호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지만, 특히 겨울의 노스 레이크 타호는 계절이 주는 경이로움

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스포츠 마니아이든, 새

로운 모험을 찾아 세계를 떠도는 여행자이든, 노스 레이크 타

호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최고의 겨울 여행지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북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하여 완

벽한 겨울 여행지에서 자연과 교감해보자. 주말에 수많은 인

파에 시달리기 싫다면 주 중에 노스 레이크 타호를 방문해보

자. 평화롭게 호수를 감상하면서 조용한 설경을 바라볼 수 있

다. 숙소에 짐을 풀고 주변 둘러보면 호수를 둘러싼 눈 쌓인 

산맥의 절경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노스 레이크 타호에서는 언제라도 손쉽게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며 겨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스키를 타기에 완

벽한 상태로 관리된 파우더 스노와 온화한 기후로 잘 알려진 

노스 레이크 타호는 다운힐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에 최

적화된 세계적인 수준의 여행지이다. 다양한 실력 수준에 맞

는 지형을 갖춘 스키 리조트가 밀집해 있어, 슬로프에서 다양

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초급자용 언덕에서부터 슬로프에 각종 구조물을 설치한 

터레인 파크와 반원통형 슬로프인 하프파이프, 경사가 가파

른 최상급자 코스인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까지, 이곳에서 

즐기는 스노보드와 스키는 모두에게 잊히지 않는 경험이 될 

것이다. 

스릴 넘치는 다운힐 스포츠 대신 다른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

람이라면 노스 레이크 타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레

저활동에 대해 더 알아보자. 웅장한 타호 국유림(Tahoe 

National Forest)을 가르며 스노슈잉을 하거나 노르딕 스키

를 즐기며 자연을 느껴 보자. 노르딕 스키를 타며 광활한 대

지에 우뚝 솟은 산맥과 오지의 경이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노스 레이크 타호 여행은 이곳의 풍부한 올림픽 역사를 알

게 될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 1960년 동계올림픽 개최

지인 스쿼밸리(Squaw Valley)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기억

에 남는 명장면이 펼쳐졌던 곳이다. 열렬한 동계 스포츠 팬

이나 여행자라면 모두 스쿼밸리 정상에 위치한 올림픽 박물

관(Olympic Museum)에 가보고 싶을 것이다. 올림픽 박물

관을 방문하려면 고도 609m까지 올라가는 짜릿한 공중 트

램을 타고 스쿼밸리 리조트의 하이 캠프(High Camp)로 가

야 한다. 박물관에는 실제 미국 국가대표팀이 사용하는 장비

와 1960년 동계올림픽의 빈티지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곳에서 올림픽 역사를 살펴본 후, 시에라 고원지역(High 

Sierra)의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하는 유명한 스쿼밸리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등 또 다른 겨울철 레저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1  북미 최대의 고산 호수인 노스 레이크 
타호의 리조트들 대부분에서는 아름다운 
호수 전망을 즐기며 스키를 탈 수 있다   

2  노스 레이크 타호에서는 레이크 타호의 
경이로운 전망을 감상하며 백컨트리 스키를 
탈 수 있다 

3  노스 레이크 타호의 스키 리조트는 초급자 
코스부터 상급자 코스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가족 휴양지로 적합하다

4  홈우드 마운틴 리조트에서 스노보드를 
즐겨보자

4

숙박, 행사, 현지 식당 정보까지 여행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GoTahoeNorth.com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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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Expedia

설질이 좋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한국 평창,
역대 개최지에 뒤지지 않는 환상적인 설경을
자랑하는 한국과 미국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즐기는
최고의	스키여행

Beautiful Winter Olympic Destinations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아름다운 동계올림픽 
개최지 4곳을 소개한다. 환상적인 
설경과 동계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싶은 여행객이라면 익스피디아가 
제안하는 겨울 여행지와 이곳의 
인기 호텔을 주목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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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피디아(Expedia)

익스피디아, Inc. (NASDAQ : EXPE)는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 그룹으로 익스피디아 코리아(www.expedia.co.kr)

를 포함하여 전 세계 현재 33개국에서 현지화된 사이트를 운

영 중이다. 익스피디아가 출시한 익스피디아 항공과 호텔 예

약 앱은 실시간 예약, 자세한 항공편과 호텔 정보, 여행 일정 

관리와 변경 알림 등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항공사나 호텔 

측의 예약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

으며, 당일 예약 및 모바일 전용 특가 호텔 상품들도 대거 확

인할 수 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베스트 앱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익스피디아는 로열티 프로그램인 익스피디아 리워드

(Expedia Rewards)를 운영하고 있다. 1년 내에 호텔 총 7

박을 예약하면 실버 등급이 되고 총 15박을 예약하면 최고 등

급인 골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등급은 다음 해 12월까

지 유지된다. 호텔이나 항공+호텔 결합 상품을 예약하면 추

후 호텔 예약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데 실버 등급은 기본 포인트에 10%가, 골드 등급은 기본 포

인트에 30%가 추가 적립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하면 2

배 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호텔 예약 시 현금처

럼 사용할 수 있다. 실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전 세

계 2천여 개의 익스피디아 VIP Access 호텔 예약 시 무료 조

식 제공, 골드 등급인 경우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된다. 이용할수록 혜택이 소멸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쌓이는 시스템이다.(※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는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1년부터 한국 고객들을 위한 한국어 사이트 www.

expedia.co.k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고객지원

센터는 연중무휴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

다. 이 외 24시간 영어 서비스도 지원된다. 

1  스쿼밸리 스키 리조트 

2  솔트레이크시티 야경

2

문의사항은 02-3480-0118로 전화하거나, 

travel@support.expedia.co.kr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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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은 태기산과 대관령을 배경으로 휘닉

스 스노우 파크,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 용평 리조트 스키장 등 유명 

스키장과 리조트 시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적설량이 많아 설질이 좋기 때문에 국내 스키어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강원도에서도 공기와 물이 맑기로 유명한 평창은 청정한 자연을 느끼

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대관령 하늘 목장에서는 동양미가 느껴지는 

산등성이와 겨울 동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목동들이 다녔던 길 

위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자연을 한껏 느껴보자.

뉴욕 주 애디론댁산맥에 위치한 레이크플래시드는 제3회와 13회 두 

번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곳이다. 올림픽 개최지로 주목받기 전에는 

비교적 조용한 도시였으나, 제3회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적 규

모의 스포츠 시설이 세워진 이후 스키와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적합한 곳이 되었다. 또한, 화이트 페이스 마운틴, 미러 레

이크 등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화이트 페이

스 마운틴 스키장은 스키매거진이 선정한 미 동부 최고의 스키장이기

도 하다. 

환상적인 동양의
설경이 펼쳐지는 곳

한국의 ‘평창’

겨울 스포츠
제1의 도시

‘레이크플래시드’

평창 호텔 순위

순위 호텔명

1 켄싱턴 플로라 호텔 평창

2 인터콘티넨탈 알펜시아 평창 리조트

3 홀리데이 인 리조트 알펜시아 평창

4 홀리데이 인 알펜시아 평창 스위트

5 호텔 아트리움 평창

레이크플래시드 호텔 순위

순위 호텔명

1 하이 픽스 리조트

2 크라운 플라자 레이크플래시드

3 베스트 웨스턴 사라낙 레이크

4 레이크플래시드 서미트 호텔 / 리조트 앤드 스위트

5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레이크플래시드

평                          창래 이 크 플 래 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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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스쿼밸리는 시에라네바다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1949년 스키 리조트 타운이 건설된 이후, 1960년에 제8

회 동계올림픽이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전형적인 고산기후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으며, 미국 스키어들의 성지인 

레이크 타호 주변 지역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곳이다. 170여 개

의 슬로프와 30가지 리프트가 모두 들어설 만큼 넓은 최고의 스키 리

조트에서 넓고 푸른 호수의 탁 트인 경치를 보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

어 전 세계 스키어와 보더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19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솔트레이크시티는 미국 유타 주의 솔트

호(대염호)와 로키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시이다. 고도가 높고 강설

량이 풍부해 설질이 뛰어나, 미국 내에서도 인기 있는 겨울 휴양지로 

손꼽힌다. 스키 리조트 외에도 주변에 볼거리가 풍부하다. 장대한 호

수와 도시를 둘러싼 눈 덮인 산맥들이 장관을 연출하는 솔트레이크

시티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등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 명소들로 향하

는 길목에 위치해,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이들에게 휴식처가 되기

도 한다.

탁 트인 호수를
감상하며 라이딩!

‘스쿼밸리’

미 서부여행의
휴식처

‘솔트레이크시티’

스쿼밸리 호텔 순위

순위 호텔명

1 리조트 앳 스쿠아 크리크 – 데스티네이션 호텔 앤드 리조트

2 빌리지 앳 스쿼밸리

3 스쿠아밸리 로지

4 올림픽 빌리지 인

5 레드 울프 로지 앳 스쿠아밸리

솔트레이크시티 호텔 순위

순위 호텔명

1 리틀 아메리카 호텔

2 크리스털 인 호텔 앤드 스위트 솔트레이크시티

3 호텔 RL 바이 레드 라이언 솔트레이크시티

4 로얄 가든 인

5 래디슨 호텔 솔트레이크시티 다운타운

평                          창 솔 트 레 이 크 시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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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s

Dr. Bronner’ s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 수비수
오현호 선수 인터뷰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남자 세계선수권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꿈의 1부 리그인 월드 챔피언십 
입성에 성공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그곳에 오현호 
선수가 있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팀 국가대표 수비수이자 평범한 서른한 
살 청년 오현호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2018	평창,
가슴이	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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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소년, 얼음판 위에 서다

시작은 롤러스케이트였다. 어릴 때부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을 보였던 오현호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롤러스케이트에 재미를 붙였다. 매끄러운 바퀴의 움직임을 따라 바람을 가르며 달리던 어린 오

현호는 당시 하키 부장이었던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운명처럼 얼음판 위에 발을 디딘다. 동그란 바퀴가 아

닌 날카로운 쇠 날 위에서 그는 날개를 단 듯 자유로웠다. 타고난 운동 감각과 강인한 체력, 끈질긴 승부욕

은 자연스레 그를 선수의 길로 이끌었고 대학교 2학년 겨울, 장춘 동계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떠난 

캐나다 전지훈련에서 대표 팀 감독의 눈에 들어 처음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를 안게 된다.

지치고 힘들어도 결국 아이스하키

작년 봄, 신생 팀인 대명 킬러웨일즈로 이적함과 동시에 부주장이 됐다. 승부욕에 책임감이 더해지니 결과

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마음고생도 심했다. 처음 경기에서 진 날엔 속상한 마음에 팀원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들을 믿고 다독이니 자연스레 팀워크가 생겼고, 스스로 부담감을 덜어내니 최선을 다한 

경기의 결과 또한 만족스러웠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뛸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명에 대한 감사함이 크다고.

“아이스하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땐 더 모질게 

아이스하키만 생각해요. ‘무엇이 문제였나’, ‘고쳐야 

할 부분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하면 다음 

경기가 잘 되고. 반복이에요.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건 결국 아이스하키죠.”

1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 

수비수 대명 킬러웨일즈 

소속 오현호 선수. 거칠고 

파워풀한 경기 스타일과 

대비되는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다

2  경기에 임하는 오현호 

선수. 얼음판은 마치 

전장과 같다는 그의 

눈빛에서 호위무사와 같은 

비장함이 엿보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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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아이스하키의 진짜 매력 알게 될 것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에 대해 사람들은 보통 몸싸움, 스피드와 같은 요소를 

떠올리지만 오현호 선수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희생정신. 

강화 고무인 퍽(puck, 하키에서 사용되는 볼)의 무게는 160g 정도. 최고 시속 180km로 날아오는 퍽을 선수들

은 온전히 몸으로 막아낸다. 공격수는 수비수를 위해, 수비수는 골리(골키퍼)를 위해, 골리는 팀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것. 공격 또한 마찬가지다. 공격수는 상대 선수와 몸으로 부딪히며 퍽을 전달하고, 퍽을 모는 선수의 옆에

서 상대 선수를 밀어내는 거친 보디체크가 경기 내내 이어진다. 아이스하키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희생과 도움으

로 이루어지는 뜨거운 스포츠라는 것.

평범한 서른한 살 청년 오현호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래서 준비한 즉석 문답

생각나는 대로 묻고 답하다

“아이스하키의 진짜 매력은 차가운 빙판 위에서 

숨 가쁘게 오가는 선수들 간의 뜨거운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내년 평창에선 비인기 종목의 설움에서 

벗어나 많은 분들께 아이스하키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Q 연습 끝나면 뭐 해요?

A  연습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해요.

Q 여가시간엔 주로 뭘 하시나요?

A  하키는 무장도 무겁고 움직임이 격해 한 경기에 1000칼

로리 이상이 소모되는 운동이에요. 

  연습 후엔 워낙 체력 소모가 큰지라 시간이 나면 주로 침

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Q 컨디션 회복은 어떻게 해요?

A  피곤함을 익숙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연습이 끝나고 죽

을 만큼 힘들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웬만해선 

피곤함을 못 느끼게 만들어 컨디션에 경기가 좌우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거죠.

Q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익숙한데, 평소 옷 입는 스타일은?

A  흰 티에 검은색 슬랙스를 즐겨 입어요.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Q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있어요?

A  웬만한 슬럼프는 그냥 웃어넘기는 경지에 이른 것 같아

요. 영화나 드라마, 만화책을 보면서 잊어버리거나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Q 좋아하는 다른 운동 있어요?

A  수영과 스키, 수상스키도 좋아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 

다른 운동을 못하겠더라고요.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

문에요. 다치면 아이스하키 경기에 지장을 주니까요.

Q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A  한식을 좋아해요. 몸에 좋은 음식도 찾아서 먹는 편이에

요. 물은 하루에 기본 3L는 마시고, 비타민워터도 수시

로 마셔요.

Q 피부 관리 비결이 있나요?

A  특별히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편은 아니지만, 보디워시

나 스킨케어 제품을 살 때 성분을 꼼꼼히 보고 고르는 편

이에요. 유기농이면 더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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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합성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순한 제품

을 선호한다는 오현호 선수. 그가 실제 로커에 

두고 매일 사용한다는 아이템을 깜짝 공개했다. 

오현호’s
PICK

“상쾌하고 시원해서 운동 후 샤워할 때마다 

사용하는 제품!”

닥터 브로너스 ‘페퍼민트 퓨어 캐스틸 솝’
[240ml / 12,500원]

Best 1

“운동 전 허리, 손목에 발라주면 화하게

스며들며 근육이 풀리는듯한 기분!”

닥터 브로너스 ‘페퍼민트 핸드 앤 바디 로션’ 
[237ml / 21,000원]

Best 3

“뻐근한 근육에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시원하게 진정되는 느낌!”

닥터 브로너스 ‘아니카-멘톨 오가닉 매직밤’ 
[57g / 19,000원]

Best 2

159년 전통, 유기농 스킨케어의 명가

닥터 브로너스는 159년 전통, 5대를 이어온 비누 장인 브로너家의 비법으로 만들어진 미국 천연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다. 1858년 창립 이래 상업적인 광고 없이 소비자들의 입소문 만으로 17년 연속 미국 유기농 바디케어 시

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전 제품에 합성화학성분을 일절 배제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공정무역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다.

3  환한 피부가 매력적인 오현호 선수.

  유기농 제품을 선호한다는 그가 

직접 고른 닥터 브로너스 베스트 

아이템을 눈여겨보자

4  미국 유기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닥터 브로너스는 대명 킬러웨일즈 

아이스하키팀 공식 스폰서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오현호 선수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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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 Destinations

Mammoth Mountain

캘리포니아 최정상의
산악 리조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매머드 마운틴은 스키장의 요건으로 꼽을 
수 있는 슬로프 조건, 설질, 리프트 시설, 
스키스쿨 운영 등 각종 서비스 면에서 
최상을 자랑하며 수많은 스키어들을 
유혹한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위한 
최적의 기상조건과 무려 150여 개에 
달하는 활강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북미 
최고의 ‘동계 스포츠 성지’로 불리며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공식 훈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주 매머드 마운틴은 미국 최고의 산악 리조트 중 

하나로, 스키, 스노보드, 아웃도어 어드벤처와 눈부신 태양, 

쇼핑, 음식 등 모든 이를 위한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해발 

3,369m에 위치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스키 지형을 

자랑하는 매머드 마운틴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데스 밸리 등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을 굽어보고 있어, 자연 속에서 친

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행지이다. 

매머드를 방문하려면 로스앤젤레스 공항(LAX)과 샌프란

시스코 공항(SFO)에서 한 시간의 짧은 비행을 거쳐 매머

드 요세미티 공항(MMH)으로 가거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유

서 깊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자동차

매머드	마운틴
해발	3,369m	고지에서	느끼는	겨울의	짜릿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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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에는 매머드 마운틴에서 눈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캘리포니아의

정상을 탐험해 보자. www.mammothmountain.com

로 5시간을 달리면 된다. 일단 매머드 공항에 도착하

면 무료 셔틀을 이용하여 매머드 마운틴 인(Mammoth 

Mountain Inn), 빌리지 롯지(Village Lodge), 주니

퍼 스프링스 리조트(Juniper Springs Resort) 또는 타

마락 롯지(Tamarack Lodge)로 갈 수 있다. 각 리조트

는 로비에서 스키를 신고 바로 슬로프로 갈 수 있는 ‘스키 

인, 스키 아웃’ 방식의 특색 있는 숙소와 대형 콘도, 럭셔

리 캐빈, 스탠더드 호텔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객실에는 벽난로와 발코니, 조리시설이 완비된 주방, 수

영장과 온수 욕조가 있다.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머드 마운틴의 3개 베이스 

지역 및 매머드 레이크 빌리지와 타운의 중심지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수많은 부티크, 상점, 아울렛, 스

파, 카페, 레스토랑, 바가 줄지어 있는 매머드의 빌리지

에서 쇼핑 나들이를 즐길 수 있고, 올드 매머드 로드에서 

점심을 먹거나 칵테일을 마시고 메인 스트리트에서 다양

한 상점과 음식점을 둘러볼 수도 있다. 영화관, 아이스 

링크, 볼링장, 놀이공원 등 산을 벗어나 즐길 수 있는 액

티비티도 많다. 또한, 밤늦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매머드의 모든 명소를 쉽고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매머드 마운틴 리조트가 위치한 곳은 매우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갖춘 휴화산 지역으로, 광활한 분지, 경사지, 급

류 등 다양한 자연의 요소들이 끝없이 펼쳐있는 캘리포니

아에서 가장 높은 스키 지형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 매

머드 마운틴에서는 가볍고 풍부한 설질을 즐길 수 있으

며, 미소와 쾌활함을 잃지 않는 직원들의 최고의 서비스

를 경험할 수 있다. 

매머드 마운틴은 2016-2017 시즌에 15.5m 이상의 역

사적인 강설량을 기록했고, 8월까지 스키를 즐길 수 있

었다. 연평균 10m에 이르는 적설량과 300일의 일조일, 

15km2의 초급자, 중급자, 전문가용 지형을 갖추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리프트가 운행되는 가장 높은 산악 리조

트인 매머드는 놀라운 자연환경과 고지대에서 느낄 수 있

는 즐거움이 가득한, 진정한 캘리포니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  매머드 마운틴 베이스에서 즐기는 스키 
뒤풀이

2  나이트 오브 라이트(Night of Lights) 
행사에서 매머드 마운틴 너머로 폭죽이 
터지는 모습

3  매머드 마운틴 슬로프를 둘러싼 
미나레츠(Minarets)

4  럭셔리한 빌리지 롯지(Village Lodge)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해 매머드 마운틴 
슬로프까지 걸어갈 수 있다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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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대표 선수들이 전하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미국 
스노보드 선수 Chloe Kim,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KC Boutiette, 그리고 피겨 스케이트 선수 Alex 
Shibutani 와 Maia Shibutani 남매가 미 국무부 
스포츠 대사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큰 기대를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스포츠 외교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스포츠로
한미외교를
즐겨라!

People

U.S. Embass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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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다

스노보드 스타 클로이 김 선수에게 따라다니는 타이틀은 매

우 화려하다. 2016년 동계 X 게임과 2016년 동계 청소년 올

림픽에서의 연속 금메달 수상 및 2016년 타임 매거진이 발표

한 “30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십 대” 중 한 명이자 포브스의 

“30세 미만 30인 스포츠계 인사” 와 ESPN의 “2015년 영향

력 있는 선수 25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는 클로이 김 선수

는 16세의 나이에 이미 스노보드계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활약 또한 기대되는 그녀가 올림픽 개

최를 1년 앞두고 미국 국무부의 스포츠 대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클로이 김은 이번 방문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준비 중인 한국 정부와 시민들에 대한 미국

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 외벽에 설치한 2018 평창 동계올림

픽 기념 현수막 제막식 참석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그녀는 배

너를 보면서 다가오는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국

의 올림픽 개최에 대한 미국의 열의와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

는 내용을 담은 이 배너는 스포츠에 대한 양국 공동의 열정을 

통해 문화 장벽을 낮추고, 언어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후 태릉 선수촌을 방문하여 한국 국가대표 양궁팀과 역도

팀의 훈련을 참관한 클로이 김 선수는 직접 양궁 체험을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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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했다. 처음 해보는 탓에 활 다루는 것에 익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새로운 도전에 매우 들떠 보였다. 평창 

휘닉스파크를 방문하여 15명의 평창지역 어린이에게 직접 스

노보드 강연을 해주기도 했는데, 아이들에게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셀카를 찍으며 어울리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

기도 했다. 

또한, 전국에서 3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평창 

올림픽 조직 위원회 주최 ‘올림픽 모의 유엔’ 행사에 ’ 특별 게

스트로 참가하여 올림픽 선수로서의 생활과 올림픽 정신에 관

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스노보드에 대한 열정, 

그리고 승리를 바라보는 성숙함을 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긴 

클로이 김은 자신만의 굳건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도 중요하

지만, 똘똘 뭉친 그녀의 가족이 어려운 시기도 버텨낼 수 있

게 만든 또 다른 힘의 원천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재미교포 2세인 그녀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자신에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와 희생으로 

인해 성공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부

모님의 국가인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이 더욱 기대되

며 꼭 수상을 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스노

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그녀는 영락없는 10대 

청소년이었다. 스노보드를 탈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도 공부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며 웃음을 지었다. 미국 

LA 출신인 그녀는 이미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해봤고 친숙하다

며 K-pop 가수들의 이름을 줄줄 읊기도 하고 저녁과 아침식

사로 먹었던 떡볶이와 불고기, 된장찌개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도전을 즐기는 미국인의 스토리, 한국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을 

선사하다 

300년의 역사를 머금은 전통문화재인 강원도 강릉 선교장은 

지역 청소년들의 소리로 생기를 띄었다. 2018 평창동

계올림픽에서 자신들도 기여를 하기 위해 통역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여서, 선발되어 교육을 

받아 온 강릉 지역 청소년들이 바로 이들

이었다. 드디어 첫 통역

의 기회가 왔다. 고택

에 쌓여 있는 얼음

들 만큼이나 긴장

감으로 표정들이 

꽁꽁 얼어 있었

다. 대체 누가 

왔지?

올림픽에 다섯 번 

출전한다는게 가능

한 일일까?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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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 미국 국가대표 KC Boutiette가 해낸 일이었다. 

KC는 1994년 릴레함메르 올림픽에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1998, 2002년 그리고 2006년 올림픽에 연속으로 출전하였

다. 이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테스트 이벤트

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강원도를 방문했다. 강릉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은 바로 이 선수에게 자신들의 고향 강릉을 소개하

고, 이 고택에 담긴 스토리를 영어로 들려주게 된 것이다. 

한국 시골 청소년들은 이들이 전부가 아니었다. 평창올림픽

에서 국제경기장으로 사용이 될 강릉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는 이 지역의 드림스타트 어린이 25명이 KC 선수를 기다리

고 있었다. 미국 올림픽 선수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이 선수와 함께 스케이트 타는 시간을 갖다니 꿈만 같은 일이

었다. 벽을 짚고 천천히 나아가는 학생도 있었고, KC와 함께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학생도 있었다. 실력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미국 선수와 함께 하는 공공외교 스포츠 활동에 

신이 나보였다. 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인 중요한 시점임에도 

시간을 만들어낸 KC 선수는 드림스타트 학생들에게 스케이

트 타는 법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흔쾌

히 들려주었다.

KC 선수는 어린 시절 가족이 너무 가난했기에 생활조차 어려

웠지만,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었기에 스포

츠 선수가 되고 싶은 자신의 꿈을 키웠다. 드림스타트 어린이

들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엄마 혼자 키우는 가정들이 대부

분이었기에 KC의 이야기에 모두 깊은 공감을 했다. KC 선수

의 도전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시각과 청

각에 장애를 가진 딸이 태어났던 것이다. 네 번 째 올림픽 출

전을 제안받았을 때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픈 딸 옆을 지키

고 싶었지만 부인(Kristi Kirkeide Boutiette)은 그에게 출

전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40대 

후반의 나이에 국가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

다. KC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올림픽대표 선수로  

미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참여했다고 한다. 

올림픽을 앞둔 테스트 경기에서 훈련에만 집중하기에도 빡빡

한 일정임에도 지역 청소년들과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자신

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도전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한 KC 선

수는 아메리칸 스토리를 나누는 민간 외교관이 분명했다.

미국 스포츠엔보이들이 전통 춤으로 한국청소년들과 소통하다  

알렉스 시부타니와 마이아 시부타니 남매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력 메달리스트인 미국 아이스댄스 대표 선수들로 

미국의 스포츠 외교대사로 한국을 방문했다. 

알렉스는 한국의 전통 타악기인 징을 들었고, 마이아는 또 다

른 전통 타악기인 장구를 어깨에 메고 한국 청소년들에게 전

통춤과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시부타니 남매 선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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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처음 들어보

는 악기들을 연주하며 더구나 한국 춤까지 배우는 고도의 몰

입을 요하는 도전이었다. 언어마저 걸림돌이었지만 한국청소

년들과 미국 국가대표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신명 나게 한국

전통춤을 배운 후에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한국 학생들과 

하나가 되어 징과 장구를 치며 즉흥 연주까지 선보였다. 짧은 

시간에 불과한 교류였지만, 미국 스포츠인들과 한국예술인들

이 함께 만든 대민 외교활동은 오랜 시간 기억할 만한 추억을 

남겼다.  

미국 국가대표들이 한국 사찰음식에 매료되었다

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이자 사찰음식 명장 1호인 선재 스님

은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인 시부타니 남매를 한 걸음에 

달려가 맞이했다. 한국 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마련한 사찰

음식 만들기 수업은 한국의 정적인 사찰 예술의 부분을 사찰

요리 만들기라는 동적인 활동으로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이었

다. 다양한 종류의 사찰음식 중에서 남매 선수들이 고른 요리

는 한국의 전통‘발효음식’을 이용한 김치떡볶이, 버섯잡채, 야

채 된장 볶음이었다. 한국을 찾은 이유가 미국을 대표하여 올

림픽에서 피겨스케이트를 소개하기 위해서였지만, 시부타니 

남매는 이 날 만큼은 한국 전통요리를 배우는 문화사절단이 

되었다. 피겨 스케이트가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칼로 재

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약간 서툴러 보이기도 했지만, 남매는 

사뭇 진지한 표정이었다.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이야

기, 조리법 등을 알려주며 쿠킹클래스를 진행했고, 시부타니 

남매는 조리 방법과 재료 등을 연신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갔

다. 시부타니 남매의 사찰요리 만들기 시간을 준비하기 전에

는 미국인들은 육식 위주의 식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몇 명의 한국인들은 과연 채소 위주의 한국 사찰음식을 좋아

할지 다소 걱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재 스님과 함께 

사찰음식을 만드는 시부타니 남매가 나누는 대화는 이런 걱정

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다.한식 중에서 잡채를 제일 좋아

한다는 알렉스 시부타니 선수는 자신이 직접 요리한 버섯잡채

를 먹으며 “이전에 미국 집에서 먹었던 잡채와는 다른 새로운 

맛”이라며 “깔끔한 맛이 마음에 든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시부타니 남매는 “이번 사찰음식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

화를 일부분 접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피겨 연기에도 영감을 

얻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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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펜	스노매스를
최고의	여행지로
만드는	가치

다양성을 포용하는
최고의 스키 리조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맥 중 하나인 
로키산맥에 위치한 아스펜 스노매스에는 
4개의 특별한 스키 리조트와 서로 
너무나 다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2곳의 
타운이 있다. 여기에 이 지역 특유의 
리더와 혁신가의 문화가 더해져, 단순히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아스펜 
스노매스에서 오늘날의 산악 리조트는 
가치를 지향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중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곳으로 재탄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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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매스

스노매스(Snowmass)를 세계 최고의 스키 리조트로 만들

기 위한 노력은 50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 결과 좁은 협곡과 

탁 트인 숲 속의 빈터, 둔덕, 숨은 오솔길은 가족 모두를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오늘날 스노매스는 모든 사람들

이 스키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최고의 스키 스쿨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아이들이 실내와 눈밭에서 뛰놀 수 있는 트리

하우스 키즈 어드벤처 센터(Treehouse Kids’ Adventure 

Center)와 산속에서 저녁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엘크 캠프

(Elk Camp)는 스노매스가 가족과 함께 겨울을 즐기기에 최

적화 된 곳임을 말해준다. 스노매스 빌리지에서는 모든 연령

대를 위한 외식, 쇼핑, 엔터테인먼트를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만끽할 수 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스노매스는 크고 가파

른 산에서 스키를 즐기는 스키 애호가들을 위한 최고의 빅 마

운틴 스키 리조트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차세대 설상 스포츠 

애호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새로 도입될 1인용 롤러코스터 브래스테이커 알

파인 코스터(Breathtaker Alpine Coaster)를 기대해 보

자! 높은 산속에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모험을 하고 싶다면, 

숨 막히게 아름다운 스노매스의 터레인을 날렵한 코스터를 타

고 미끄러져 내려가면 된다.

이 리조트의 이름으로 ‘스노매스’보다 더 적합한 것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94개의 스키 코스를 갖추고 베이스에서 정상

까지의 높이가 1,343m에 달하는 스노매스는 미국에서 표고

차가 가장 큰 스키 리조트이다. 로비에서 스키를 신고 슬로프

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스키 인, 스키 아웃 방식의 숙소가 전체

의 95%를 차지하는 스노매스 타운은 모든 이에게 이상적인 

겨울 휴가 여행지이다.   

예술가, 운동선수, 모험가, 수많은 종류의 열광적인 애호가

들이 살고 있는 스노매스는 산을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악 지역 공동체이다. 산속에서 또는 산

을 벗어나 즐기는 외식, 여흥과 쇼핑, 어린이를 위한 ‘VIK 

(Very Important Kids)’ 프로그램과 트리하우스 센터, 세

계 최고 수준의 행사와 아이스 에이지 디스커버리 센터(Ice 

Age Discovery Center) 등 관광객을 위한 즐길 거리가 풍

부하다. 2010년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어린 콜롬비아 매머드

의 잔해가 발견되면서, 보존 상태가 좋은 귀중한 빙하기 화석

들이 여럿 발굴되었다. 스노매스 빌리지에 위치한 아이스 에

이지 디스커버리 센터는 이러한 역사적인 발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스노매스는 작은 마을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

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스펜

아스펜(Aspen)은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쉼

터를 제공해 주는 자연에 대한 사랑, 활력 가득한 지역사회

에 대한 사랑, 자랑스러운 향토 역사에 대한 사랑, 전 세계

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사랑 말이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거리를 걷다 보면 수십 가지의 언어와 세계 각국의 

억양이 들려온다. 아스펜 게이 스키 위크(Aspen Gay Ski 

Week) 기간에는 무지개 깃발이 휘날린다. 모든 연령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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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해 열리는 다양한 레저 

활동은 ‘산에서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아스펜은 그러한 다양한 해석을 

모두 포용하는 곳이다.   

아스펜 마운틴(Aspen Mountain)은 유구한 역사와 스키 레

이싱에 대한 열정을 자랑하는 스키 리조트로, 1950년 비유럽 

국가 최초로 미국이 스키 월드컵을 개최한 장소이다. 2017년 

3월,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다시 월드컵 결승전이 열

린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다.  

아스펜 마운틴의 베이스에서는 그 어느 국제도시에도 뒤지

지 않는 세련된 분위기를 뽐내는, 생동감 넘치고 매력적인 빅

토리아풍의 마을을 만날 수 있다. 산에서 스키를 타며 하루

를 보낸 스키어들은 에이젝스 태번(Ajax Tavern)에서 스키 

뒤풀이를 즐기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티크에서 쇼핑을 한 

후, 다운타운 레스토랑에서 품격 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

고, 수많은 주점과 나이트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스

키를 타느라 피곤해진 다리를 이끌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우아한 호텔과 클래식한 롯지로 돌아와, 스키를 즐기며 보낼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한다.  

하이렌즈

거대한 하이렌즈 분지를 바라보면 대자연의 힘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바람 부는 능선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는 스

키어와 스노보더의 행렬을 보노라면 그들의 두려움 없는 열정

에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 자연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느낀다는 것은 야생의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이 

대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스펜 하이렌즈(Aspen Highlands)는 현지인들이 가장 사

랑하는 산이다. 이곳을 가득 채운 스키 코스와 숲에서는 며칠

이고 최상급 설질을 유지하는 파우더스노를 만날 수 있다. 비

할 데 없이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보며 넓디넓은 경사지를 달

리고, 도전적인 코스를 정복해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적인 

스키어가 되어볼 수도 있다. 

버터밀크

버터밀크(Buttermilk)는 크지 않은 산이지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버터밀크의 베이스에서는 스키 초보자들이 평생 처음으로 회

전을 해보고 눈에 대한 사랑을 배운다. 산의 사면에서는 스

노슈잉 및 업힐 스키 애호가들이 산을 오르며 가슴속을 채우

는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다. 산의 상층부에서는 참전용

사들과 장애인 스키어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야외활동의 즐

거움을 만끽한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X 게임스 아스펜(X 

Games Aspen)에는 전 세계인이 함께 모여 익스트림 스포

츠 마니아들의 묘기에 감탄한다. 가장 조심스러운 회전 스키

에서부터 가장 대담한 에어리얼 스키에 이르기까지, 버터밀

크에서는 스키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스노매스 빌리지의 타운과 아스펜, 그리고 두 곳을 잇는 산맥

을 포함하는 아스펜 스노매스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아주 특별한 여행지이다. 또한, 아스펜 

스노매스는 이곳을 최고의 여행지로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

를 잘 알고 있다. 이곳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열정

적인 사람들로 인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최고의 스

키 리조트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들과 갖춰야 할 요소들

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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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7 - 2 0 1 8
T R A D E  S H O W

National RV Trade Show
일      정 2017.11.27~2017.11.3

주요품목 레저용 차량

장      소 켄터키 주, 루이빌 (Louisville, KY)

홈페이지 http://www.rviashow.org/

2017 Arrowhead Ice Fishing and Winter Show

Outdoor Retailer + Snow Show

North American Rink Conference & Expo

Outdoor Retailer Summer Market

Outdoor Retailer Winter Market

NSAA National Convention & Tradeshow

SHOT Show

일      정 2017.12.8~2017.12.10

주요품목 얼음 낚시

장      소 미네소타 주, 덜루스 (Duluth, MN)

홈페이지 http://www.shamrockprod.com/visitor/ice/icevhome.aspx

일      정 2018.1.23~2018.1.26

주요품목 사격, 사냥, 아웃도어

장      소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Las Vegas,NV)

홈페이지 http://shotshow.org/

일      정 2018.1.25~2018.1.28

주요품목 스키, 스노보드

장      소 콜로라도 주, 덴버 (Denver, CO)

홈페이지 https://www.outdoorretailer.com/

일      정 2018.5.22~2018.5.25

주요품목 아이스 스케이트

장      소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Columbus, OH)

홈페이지 http://www.usicerinks.com/narce

일      정 2018.7.23~2018.7.26

주요품목 아웃도어

장      소 콜로라도 주, 덴버 (Denver, CO)

홈페이지 https://www.outdoorretailer.com/home-summer/

일      정 2018.11.8~2018.11.11

주요품목 아웃도어

장      소 콜로라도 주, 덴버 (Denver, CO)

홈페이지 https://www.outdoorretailer.com/home-fall/

일      정 2018.5.3~2018.5.6

주요품목 스키, 스노보드

장      소 플로리다 주, 마르코 아일랜드 (Marco Island, FL)

홈페이지 http://www.nsaa.org/events/nsaa-national-convention-tradeshow/

http://www.rviashow.org/
http://www.shamrockprod.com/visitor/ice/icevhome.aspx
http://shotshow.org/
https://www.outdoorretailer.com/
http://www.usicerinks.com/narce
https://www.outdoorretailer.com/home-summer/
https://www.outdoorretailer.com/home-fall/
https://www.outdoorretailer.com/home-fall/


DIRECTORY



DIRECTORY

Sports & Leisure
BlackStrap Industries  블랙스트랩 인더스트리즈 

 Cilo Gear  칠로 기어 
Endurance Enterprises  인듀어런스 엔터프라이즈

Homeschool Snowboarding  홈스쿨 스노보딩

Jayco  (주)비투윈(제이코-코리아) 
Kinderlift of Colorado  킨더리프트

Klymit  클라이밋

Northern Lites Snowshoes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

NW Alpine Gear  NW 알파인 기어

Phunkshun Wear  펑션 웨어

SkiSkootys  스키스쿠티

SnoPlanks  스노플랭크

Trew Gear  트루 기어

Service
Delta Air Lines  델타항공  

Expedia Korea  익스피디아

United Airlines  유나이티드항공

Visa Korea  비자 

Tourism & Destinations
Aspen Skiing Company  아스펜 스키 컴퍼니 

Brand USA  미국관광청  

Business Oregon   오리건 경제개발성

Central OR Visitors Association  중부 오리건 관광협회

The Flying Saddle Resort  더 플라잉 새들 리조트 
Guam Visitors Bureau  괌 정부 관광청 

Lake Tahoe Visitors Authority  레이크 타호 관광청(남부) 
Mammoth Mountain  매머드 마운틴 스키장

Oregon’s Mt. Hood Territory  마운트 후드 테리토리 
North Lake Tahoe  레이크 타호 관광청(북부) 

Visit Park City   파크 시티 관광청

Reno Tahoe   리노 타호

Sun Valley Resort   선 밸리 리조트

Travel Oregon  오리건 관광청 
Vail Resorts  베일 리조트 
Visit Denver  덴버 관광청

Cosmetics
Dr. Bronner’s  (주)엠아이인터내셔널  



Aspen Skiing Company  |  아스펜 스키 컴퍼니

아스펜 스키 컴퍼니는 아스펜의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공유하고, 정신과 육체,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아스펜 아이디어(Aspen Ide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가치 지향적인 기업이다. 아스펜 스키 컴퍼니는 

회사를 보람 있는 일터로,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리조트와 지역 사회 사이의 균형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아스펜 스키 컴퍼니의 가치 지향적인 기업 문화는 아스펜의 역사, 문화, 환경, 공동체 정신 등과 함께 어우러져 특별한 리조트를 탄생 시켰다.

Contact Person  Kristi Kavanaugh-Bradley, Managing Director, Worldwide Sales   Phone  +1-970-300-7040   E-mail  kkavanaugh@aspensnowmass.com 
Address  P.O. Box 1248, Aspen, CO 81612   Website  www.aspensnowmass.com/

[Tourism & Destinations]

Brand USA  |  미국관광청

미국관광청은 2010년 미연방 관광진흥법에 의해 출범한 관광 홍보 기관으로서, 미국을 

대표하여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미국을 알리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쓰는 비영리 기구이다. 미국관광청은 미국의 다양한 관광업계의 파트너와 미국 여행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ntact Person  최지훈, Director,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Phone  02-777-2733   Fax  02-777-8179   E-mail  GChoi@AVIAREPS.com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0층 04513   Website  www.GoUSA.or.kr

[Tourism & Dest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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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regon  |  오리건 경제개발성

미국 태평양 연안 서북부에 위치한 오리건 주는 남쪽으로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 

동쪽으로 아이다호 주, 북쪽으로 워싱턴 주와 닿아 있다.

255,026 km2의 면적으로 미국에서 9번째로 넓은 주인 오리건의 주도는 세일럼이며, 최대 

도시는 포틀랜드이다. 오리건의 인구는 400만 명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포틀랜드, 유진 

등의 태평양 연안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오리건 주는 풍부한 천혜 자원과 우수한 사업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한국과의 교역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다. 오리건 주 서부는 멋진 산들과 숲으로 

뒤덮여있으나, 동부는 황량한 사막과 목초 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은 나이키와 

컬럼비아 스포츠 등의 유명 스포츠와 아웃도어 용품 산업 및 관광 산업 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주의 절반이 삼림으로 덮여 있어 목재 산업이 발달하였고, 귀리, 밀, 보리 

등의 농산물 경작이 활발하여 농업과 목축업도 오리건 주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산업이다. 

제조업은 냉동 가공된 과일과 채소, 치즈, 와인 생산 등 농업과 임업 생산물 가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하이테크 산업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오리건 주에는 

실리콘 밸리에 이어 미국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IT 산업단지인 실리콘 포레스트가 

있는데, 특히, 코발리스, 유진, 그리고 포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ICT 관련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인텔의 최대 R&D 시설이 포틀랜드 근교의 힐스보로에 위치해 있으며, 

HP의 R&D 센터가 코발리스에 위치해 있다. 소비세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물류센터 등을 이용할 때 오리건 소재의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다. 오리건 경제개발성은 주립 경제 개발 기관으로 오리건 주의 

기업 육성, 수출 증진 및 사업 확대 업무를 관장한다. 사업 자금 대출, 기술 제휴 및 산업 

지원을 통해 경쟁성과 다양성을 갖춘 오리건 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Phone  +1-503-986-0123   Fax  +1-503-581-5115
Address  775 Summer St NE, Suite 200, Salem, OR 97301-1280   Website  www.oregon4biz.com

[Tourism & Destinations]

Central OR Visitors Association  |  중부 오리건 관광협회

중부 오리건은 벤드(Bend), 레드먼드(Redmond), 시스터즈(Sisters), 라파인(La Pine), 

프리네빌(Prineville), 마드라스(Madras) 등의 도시와 리조트 밀집 지역인 선리버(Sunriver)가 소재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여름철에는 패들링, 하이킹, 사이클, 골프, 야외 취사 활동 등 최고의 아웃도어 

레저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겨울이면 고지대 사막 지역에서 스키, 스노보드, 눈썰매,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미국 최고의 수제 맥주 양조장, 면세 쇼핑이 가능한 독특한 부티크,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갖춘 오리건 

중부는 라이프스타일과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이다. 

Contact Person  Greg Eckhard, Global Sales Manager – Asia   Phone  +1-971-717-6250   E-mail  greg@TravelOregon.com
Address  319 SW Washington Street, Suite 700, Portland, OR 97204   Website  www.visitcentraloreg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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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ying Saddle Resort  |  더 플라잉 새들 리조트

스네이크 강변에 위치한 더 플라잉 새들 리조트는 와이오밍 주에서 유일하게 연중 운영되는 풀 서비스 리조트이다. 

컬럼비아 강의 가장 큰 지류인 스네이크 강과 로키산맥 지역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더 플라잉 새들 

리조트는 사냥, 낚시, 하이킹, 스노모빌링 등 다양한 야외 레저활동을 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유명 관광지인 잭슨(Jackson)과는 불과 51km 떨어져 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인 옐로 스톤 국립 공원 

(Yellowstone National Park)과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Grand Teton National Park)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주변 

지역을 여행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다. 예약은 전화(☎+1-307-654-4422)와 인터넷(www.flyingsaddleresort.com)

으로 할 수 있다.

Contact Person  David Miller, General Manager   Phone  +1-877-772-4422   Fax  +1-307-654-4442   E-mail  david@flyingsaddleresort.com 
Address  118878 Highway 89 & 26, Alpine, WY 83128   Website  www.flyingsaddleresort.com

[Tourism & Destinations]

Guam Visitors Bureau  |  괌 정부 관광청

괌 정부 관광청은 미국령 괌 준주의 공식 관광 홍보 기관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쓰는 비영리 기구이다. 괌 정부 관광청은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괌의 문화, 역사, 자연환경, 

쇼핑 등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여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여행 관련 업체들과 일반인들에게 괌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괌의 관광 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Contact Person  Pilar Laguaña, Director of Global Marketing   Phone  +1-671-646-5278   Fax  +1-671-646-8861   E-mail  marketing@visitguam.org
Address  401 Pale San Vitores Road, Tumon, GU 96913   Website  www.visitgu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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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Tahoe Visitors Authority  |  레이크 타호 관광청(남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경계, 그리고 웅장한 시에라 네바다 산맥 정상부 해발 1,897m에 위치한 레이크 타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레이크 타호는 북미 최대의 고산 호수로, 맑고 투명한 물과 

웅장한 풍광으로 유명하다. 특히, 레이크 타호의 에메랄드 베이(Emerald Bay)는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여행지이기도 하다. 자연의 보물과도 같은 이곳에서는 장엄한 풍경을 즐기며 계절에 따라 수영, 제트스키, 하이킹, 스키, 

스노보드 등 다양한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레이크 타호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편리한 관광 

인프라를 모두 다 갖춘 최고의 여행지이다.

Contact Person  Tony Lyle, Vice President, Tourism Development   Phone  +1-530-544-5050   Fax  +1-530-541-7121   E-mail  tony@ltva.com 
Address  3066 Lake Tahoe Blvd, South Lake Tahoe, CA 96150, USA   Website  www.tahoesouth.com/ko 

[Tourism & Destinations]

Mammoth Mountain  |  매머드 마운틴 스키장

매머드 마운틴 스키장은 일 년 내내 운영되는 캘리포니아의 선도적인 산악 리조트로, 연중 운영되는 

숙박시설에 묵으며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혁신적인 프리스타일 및 노르딕 스키 

지역으로서 스포츠 발전에 힘쓰고 있는 매머드 마운틴 스키장은 미국 스키협회의 공식 훈련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터레인 파크와 하프파이프를 보유하고 있다.

Contact Person  Nicolas Barrancos, Senior Director, Sales   Phone  +1-760-914-3660   E-mail  nbarrancos@mammothresorts.com  
Address  23332 Mill Creek Dr. Suite 105, Laguna Hills, CA 92653   Website  www.mammothmount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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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Lake Tahoe  |  레이크 타호 관광청(북부)

레이크 타호 북부 호안은 사방이 탁 트인 눈부시게 아름다운 전망을 선사하여, 아웃도어 마니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놀랍도록 푸른 호수의 근원을 이해하려 이곳을 

찾아오는 과학자들은 이곳이 순수하고 완벽한 고 산지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노스 레이크 타호를 찾는 이유가 학술 연구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며칠간의 휴가를 받아 이곳의 좋은 

날씨를 즐기러 온 것이든, 주변 마을을 둘러보고 오직 노스 레이크 타호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미를 만끽할 것을 추천한다.

Contact Person  Sarah Winters, Leisure Sales Director   Phone  +1-530-581-8750   E-mail  Sarah@GoTahoeNorth.com
Address  100 North Lake Blvd, Tahoe City, CA 96145   Website  www.GoTahoeNorth.com

[Tourism & Destinations]

Oregon’s Mt. Hood Territory  |  마운트 후드 테리토리

산맥과 계곡의 다양한 지형에 자연주의 라이프스타일과 유쾌한 시티 라이프까지 모두 갖춘 마운트 후드 

테리토리는 다양성의 결정판을 보여준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자연 그대로의 황야에서 하이킹, 

자전거, 드라이브, 물놀이를 즐기거나 경사진 포도밭에서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겨보자. 바로우 

로드(Barlow Road)와 포틀랜드가 자랑하는 천혜의 대자연을 따라 걸으며 오리건 트레일(Oregon Trail)의 

역사에 매료되어 보자. 아니면 그냥 멈춰 서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아도 좋다.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웅장한 마운트 후드의 3,427m 높이로 솟은 봉우리에서부터 튤립, 베리류, 크리스마스 나무, 와인 등 지역 

특산품을 재배하는 비옥한 윌라멧 밸리(Willamette Valley)의 농촌 체험 농장에 이르기까지, 오리건의 

마운트 후드 테리토리에는 수많은 체험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산(스키, 

스노보드, 스노슈잉), 강과 호수(화이트워터 래프팅, 카약, 낚시, 수영), 산악 트레일(산악자전거, 하이킹, 클라이밍, 승마) 활동은 물론, 골프와 캠핑도 

즐길 수 있다.

Contact Person  Aaron Liersemann, Development Program Specialist   Phone  +1-503-742-5920   E-mail  aaron@mthoodterritory.com  
Address  150 Beavercreek Rd. Suite 245 Oregon City, OR 97045   Website  www.mthoodterri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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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Park City  |  파크 시티 관광청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서 35분 거리에 위치한 파크 시티는 아름다운 풍경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산악 관광지이다. 파크 시티에 위치한 디어 밸리와 파크 시티 마운틴 

리조트에서는 겨울이면 총 37km2에 달하는 넓은 스키장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봄, 

여름, 가을에는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720km가 넘는 

긴 트레일에서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가까운 강에서 플라이 피싱을 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도 있다. 또한, 파크시티 역사 지구의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소규모 부티크와 

갤러리에서 쇼핑을 즐기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Contact Person  Chad Wassmer, Director of Tourism Sales & Marketing   Phone  +1-435-649-1000   Fax  +1-435-649-4132   E-mail  info@visitparkcity.com
Address  1850 Sidewinder Dr., Suite 320, Park City, UT 84060   Website  www.visitparkcity.com

[Tourism & Destinations]

Reno Tahoe  |  리노 타호

리노 타호는 북미에서 가장 많은 스키 리조트가 밀집해 있어 겨울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휴양지이다. 이 지역에서는 스노슈잉, 개 썰매, 아이스 스케이트, 스노모빌링, 튜빙 등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아웃도어 활동에 관심이 적은 관광객이라면, 쇼핑과 미식 그리고 다양한 

테마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리노 타호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리노 스팍스 

관광청은 관광 마케팅, 컨벤션 세일즈, 특별 행사 및 관광지 홍보를 통해 리노, 스팍스, 레이크 

타호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Contact Person  Jamie Lokan, Tourism Sales Manager   Phone  +1-760-417-2007   E-mail  jlokan@renotahoeusa.com 
Address  4001 S. Virginia St., Suite G,  Reno, NV 89502   Website  www.VisitRenoTaho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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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Oregon  |  오리건 관광청

오리건의 자연을 모두 체험하려면 한평생을 바쳐도 모자란다고 할 만큼, 이곳은 아름다운 해안, 화산, 맑은 호수와 사막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오리건은 자연을 매우 중요시하고 사랑하는 곳이며, 특히 비버가 많아 Beaver State 로도 불린다. 

각종 해산물 및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미식가들이 주로 찾는 장소로도 유명하며, 소비세가 없어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최고의 관광지이기도 하다. 오리건 관광청은 오리건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오리건 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자치 기구이다. 오리건 관광청은 2년마다 광고 및 마케팅, 

출판물, 프로모션, 홍보, 관광 상품 개발, 연구와 같은 전략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산업 관계자들,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 오리건 관광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Industry.TravelOregon.com 에 방문하면 된다.

Phone  +1-800-547-7842   E-mail  info@traveloregon.com
Address  7000 NE Airport Way, Portland, OR 97218    Website  traveloregon.com

[Tourism & Destinations]

Sun Valley Resort  |  선 밸리 리조트

할리우드 스타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선 밸리 리조트는 연중무휴의 최고급 스키 리조트이다.  

미국 최초의 스키 리조트가 들어선 곳이자, 세계 최초로 체어리프트를 도입한 곳이기도 한 선 밸리는 

공식 올림픽 훈련지로 수십 명의 올림픽 챔피언들에게 고향으로 불리고 있다. 아이다호 주 중부의 산악 

목장 지대에 위치한 이 스키 리조트 타운은 그 특유의 친화적인 분위기 덕분에 전 세계의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선 밸리는 다양한 여가 활동과 이벤트, 그리고 유럽 감성의 라운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합한 휴가지이다. 

Contact Person  Kelli Lusk, Public Relations & Communications Manager   Phone  +1-208.622.2155   E-mail  klusk@sunvalley.com  
Address  2 Sun Valley Road | PO Box 10, Sun Valley , ID 83353   Website  www.sun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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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l Resorts  |  베일 리조트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리조트를 운영 중인 베일 리조트는 미국에도 8곳의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베일 리조트에서는 보송보송한 파우더 

설질을 즐기며 스키를 탈 수 있다. 비버 크릭의 고급스러운 거리, 브레켄릿지의 유서 깊은 마을, 파크시티의 최고의 설질, 레이크 타호의 멋진 경치 등 

베일 리조트는 다양한 매력으로 가득하다. 

Contact Person  Jennifer Van Gilder, International Market Manager   Phone  +1-720-524-5059   E-mail  jvangilder@vailresorts.com 
Address  390 Interlocken Crescent, Broomfield, CO 80021   Website  www.snowusa.com

[Tourism & Destinations]

Visit Denver  |  덴버 관광청

콜로라도 주 덴버는 웅장한 로키산맥 기슭에 위치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도시이다. 연간 맑은 

날이 300일간 계속되어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쇼핑, 문화 예술, 미식과 수제 맥주 및 자전거, 하이킹, 

NBA 농구 등 프로 스포츠까지 도시 문화를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덴버의 유명한 레드락 원형극장(Red Rocks Park & Amphitheatre)에서는 일 년 내내 거대한 바위 사이에서 

가볍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으며 멋진 여름 콘서트 시리즈를 감상할 수도 있다.  

해발 1마일 고도에 위치하여 마일 하이 시티(Mile High City)로 불리는 덴버는 주변에 최고의 스키 리조트들이 

포진하여, 미국에서 최고의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관문이다. 덴버에는 연중 운영되는 골프장도 있어서 

관광객들은 산에서는 스키를, 도시에서는 골프를 즐길 수 있다.

Contact Person  Lisa Bruening, Senior Tourism Sales Manager   Phone  +1-303-571-9445   E-mail  lbruening@visitdenver.com 
Address  1555 California St Ste 300, Denver, CO 80202   Website  www.VISITDENVER.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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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Air Lines  |  델타항공

Expedia Korea  |  익스피디아

델타항공은 매년 1억 8천만 고객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항공사이다. 델타항공은 비즈니스 트래블 뉴스 연례 설문 조사에서 항공사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항공사로 선정되었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위 50위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항공업계 

부분에서는 7년 동안 여섯 번의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의 노선망을 자랑하는 델타항공은 전 세계 6대륙 62개국 334개 이상의 도시를 운항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매일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시애틀 행 논스톱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 항공사이다.

익스피디아는 항공과 호텔 실시간 검색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로 

현재 Expedia.co.kr를 포함하여 33개국에서 현지화된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익스피디아 브랜드는 고객이 주도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 

간편한 예약 과정,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Contact Person  Sam Park, Sales Manager Korea   Phone  02-317-5531   Fax  02-736-8007   E-mail  sam.park@delta.com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04520   Website  www.delta.com

Contact Person  이은주, Marketing Specialist   Phone  02-6226-8353   E-mail  eree@expedia.com
Address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7, Tower8 9층  03157  Website  www.ex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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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Airlines  |  유나이티드항공

Visa Korea  |  비자

시카고,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및 워싱턴 D.C. 허브 공항을 포함한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항공은 전 세계 339개 공항으로 매일 평균 4천 5여 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로의 직항 노선을 매일 운항, 

미주, 캐나다 및 남미 내 다양한 목적지로의 편리한 연결 편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unite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자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 4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 소비자와 기업, 은행과 정부를 연결하는 글로벌 결제 

전문 기업으로서,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디지털 화폐의 이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프로세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부정사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맹점에게는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신뢰성과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처리합니다. 비자는 보다 많은 곳에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자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act Person  백혜원, Marketing Manager   Phone  02-751-0331    Fax  02-774-0509    E-mail  hyewon.baek@united.com
Address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2층 03142   Website  www.united.com

Phone  02-311-1800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0 04532   Website  www.vis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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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o Gear  |  칠로 기어

이미 수많은 마니아를 확보하고 있는 칠로 기어의 워크색(WorkSacks)은 현존하는 최고의 등산 배낭이다. 당일치기 

등반에 적합한 작은 배낭에서부터 긴 백패킹 여행을 위한 로드 헐러(load hauler)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구비하고 있는 

칠로 기어는 전문 산악 등반가와 산악 가이드 및 일반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L에서 

75L에 이르는 다양한 용량의 워크색을 구비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칠로 기어의 모든 제품은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공장에서 선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고객이 

실제로 산에 가지고 갈 물건만을 만들겠다는 칠로 기어의 철학은 주문된 제품만 생산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칠로 기어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Contact Person  Graham Williams, Manager   Phone  +1-503-305-3858   E-mail  gcfw@cilogear.com
Address  6635 N. Baltimore Avenue, Ste. 238, Portland, OR 97203   Website  www.cilogear.com

[Sports & Leisure]

BlackStrap Industries  |  블랙스트랩 인더스트리즈

블랙스트랩 인더스트리즈는 2008년 오리건 주에서 설립된 스키, 스노보드 및 아웃도어 용 기능성 방한용품 

제조업체이다. 탁월한 보온성과 착용감 그리고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 블랙스트랩 인더스트리즈의 모든 제품은 100% 

미국에서 개발되어 생산된다. 블랙스트랩 인더스트리즈의 마스크와 넥워머는 발열성과 발수성이 뛰어나고 보온성과 방풍 

효과가 우수하여 중심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최적화된 착용감을 선사하여 어떠한 날씨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Contact Person  Abe Shehadeh, Founder & CEO   Phone  +1-541-241-8646   E-mail  abe@bsbrand.com
Address  1305 SE Armour Rd, #100, Bend, OR 97702   Website  bsbrand.com

[Sports &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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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school Snowboarding  |  홈스쿨 스노보딩

Endurance Enterprises  |  인듀어런스 엔터프라이즈

‘홈스쿨’이라는 브랜드명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면서 배운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스노보드 애호가들이 원하는 품질과 기능성이 좋은 의류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홈스쿨 스노보딩은 최고의 아우터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통기성, 내구성, 유행 타지 않는 스타일을 

제품의 기조로 삼는다. 홈스쿨의 아우터는 험하게 사용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공원을 몇 바퀴씩 

달리고, 숲 속에서 종횡무진하고, 오지에서 하이킹을 하는 등 자신이 사랑하는 레저 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는 활동성 의류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산을 사랑하며, 어떠한 악천후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인듀어런스 엔터프라이즈는 안티프리즈(Anti-Freeze) 브랜드를 창시한 업체이다. 

인듀어런스가 처음으로 출시한 제품은 얼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해 주는 안티프리즈 페이스 

테이프(Anti-Freeze Face Tape)이다.

이 제품은 스키, 조깅, 사이클링 등 겨울철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추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되었다. 코와 뺨, 그 외에 노출되기 쉽고 연약한 

얼굴 부위를 덮어 보호하고 추위를 차단함으로써 동상의 위험을 낮추어 준다. 미리 잘라진 

일회용 테이프 4조각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이 제품은 코에 1조각, 뺨에 2조각을 붙이고 

나머지 1조각은 필요한 곳에 붙이면 된다. 면과 저자극성 아크릴 접착제로 제작되어 파란색, 분홍색, 황갈색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다.

Contact Person  Daniel Clancey, Founder   Phone  +1-503-438-4889   E-mail  danny@homeschoolouterwear.com
Address  2127 N Albina Ave, Portland, OR 97227   Website  www.homeschoolouterwear.com

Contact Person  Andrew Gerlach, President   Phone  +1-406-585-2660   E-mail  endure@endurance-enterprises.com
Address  Box 2810, Sun Valley, ID 83353   Website  www.endurance-enterprises.com

[Sports &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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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co  |  (주)비투윈(제이코-코리아)

Kinderlift of Colorado  |  킨더리프트

제이코사는 미국 대표의 종합 캠핑카 제조 회사이다. 누적 판매량 150,000대에 이르는 북미 넘버원 

셀러인 트래블 트레일러 제이 플라이트를 대표 상품으로 보유한 제이코 사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제품 

철학과 사회 공헌 정신을 캠핑카에 담고자 한다. 

(주)비투윈(제이코-코리아)은 제이코 사의 대한민국 독점 수입 유통 파트너이다. 제이코-코리아는 

미국 제이코 사의 다양한 캠핑카 상품과 관련 서비스 노하우를 대한민국 시장에 제공하여 시장 확대에 

이바지하고, 한국형 캠핑카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킨더리프트는 세계를 선도하는 아동 스키 

강습용 조끼 제조업체이다. 킨더리프트 

스키 조끼는 밝은 색상으로 제작되어 

슬로프에서 쉽게 눈에 띈다. 등에 핸들이 

부착되어 있어 아이들이 의자식 리프트를 

타고 내릴 때 쉽게 도와줄 수 있고, 리프트에 타고 있을 때는 아이들을 붙잡고 있을 수 있으며, 

아이들이 슬로프에서 넘어졌을 때는 일어서도록 도와줄 수 있다. 스키 강사들과 스키장 직원,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품이다.

킨더리프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스키 스쿨과 스키 리조트는 미국의 베일(Vail), 파크시티(Park 

City), 스쿼(Squaw), 텔루라이드(Telluride), 타오스(Taos), 매머드(Mammoth), 

스팀보트(Steamboat)와 캐나다의 블루마운틴(Blue Mountain), 일본의 NISS, 칠레의 

포티요(Portillo), 뉴질랜드의 마운트 헛(Mt. Hutt), 호주의 마운트 불러(Mt. Buller), 유럽의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 등이다.

Contact Person  이성재, General Manager   Phone  1661-6129   Fax  6442-6129   E-mail  leesj@jaycokorea.com
Address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1766번길 69, 가동 10052   Website  www.jaycokorea.com

Contact Person  Randy Burklund, Owner & Head Mogul   Phone  +1-303-898-2242   E-mail  randy@kinderlift.com
Address  1021 S. Columbine St., Denver, CO 80209   Website  www.kinderlift.com,  www.skbo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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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ymit  |  클라이밋

클라이밋은 광활한 협곡과 국립공원으로 잘 알려진 미국 유타주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그리고 

아웃도어 애호가들이 모여 만든 SUL 아웃도어 (Super Ultra Lightweight Outdoor) 

브랜드이다. 더 가볍고 편하고 자유로운 백패킹용 제품을 개발하여 거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백패킹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라이밋의 대표 상품에는 공기주입 

방식의 초경량 캠핑 패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이기어가 수입하고 있으며, 마이기어 

플래그쉽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홈페이지 : www.mygear.co.kr, 전화번호 : 02-2633-7116)

Phone  +1-888-559-6481   E-mail  mygear2@naver.com
Address  1265 West 1275 North, Suite 1, Centerville, UT 84014   Website  www.klymit.co.kr

[Sports & Leisure]

Northern Lites Snowshoes  |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는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스노슈즈를 제작하는 업체로, 레이싱, 

트레일 러닝, 트레킹, 등산, 레크리에이션용 프리미엄 스노슈즈를 제작한다. 특히, 노던 라이츠의 

레이싱용 제품은 한 켤레당 무게가 600g에 불과하여, 세계 유수의 스노슈잉 선수들이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를 사용하고 있다.   

노던 라이츠 스노슈즈는 눈이 쌓인 환경에서도 마음껏 트레일을 누비는 자유를 선사한다. 겨울이라고 해서 

집 안에만 있지 말자. 눈앞에 펼쳐진 트레일을 따라 가볍게 여정을 즐기자!

Contact Person  James York, VP Operations   Phone  +1-800-360-5483   E-mail  Snowshoe1@northernlites.com 
Address  1708 85th Street, New Richmond, WI  54017   Website  www.northernlites.com

[Sports &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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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 Alpine Gear  |  NW 알파인 기어

2010년에 설립된 NW 알파인 기어는 암벽 등반용 의류 제조업체이다. 알파인 의류는 

등산복과는 달라 암벽 등반가들이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재능 있는 운동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오리건 케스케이드 산맥에서부터 모든 대륙의 

산맥과 한랭지에서 필드 테스트를 거쳐 개발되는 NW 알파인 기어의 전 제품은 미국 

오리건주에서 생산된다. 

Contact Person  Bill Amos, Founder   Phone  +1-503-208-5775   E-mail  bill@nwalpine.com 
Address  1000 Commerce Pkwy Ste A, Newberg, OR 97132   Website  www.nwalpine.com

[Sports & Leisure]

Phunkshun Wear  |  펑션 웨어

펑션 웨어는 페이스 기어와 베이스 레이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능성 동계 스포츠 의류 액세서리 제조 

업체이다. 대표 상품인 넥튜브와 페이스 마스크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열과 수분을 효과적으로 

발산시켜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아주어, 겨울철 아웃도어 활동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펑션 웨어 제품은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에 위치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전량 생산된다. 펑션 웨어는 고객 맞춤형 그래픽 역량을 보유하여 최소 주문 수량 조건 없이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다.

Contact Person  Jason Badgley, CEO   Phone  +1-303-321-1243   Fax  +1-303-355-0243   E-mail  info@phunkshunwear.com 
Address  6900 E 47th Ave Dr. Suite 900, Denver, CO 80216   Website  www.phunkshunwear.com

[Sports &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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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Skootys  |  스키스쿠티

스키 부츠를 보호해주는 스키스쿠티는 차별화된 곡선형 밑창을 적용하여, 스키 부츠를 신고도 보다 자연스럽고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준다. 스쿠티의 편안한 밑창은 거친 표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부츠의 마모를 방지하고 표면 

접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쿠티 클로(Skooty Claws)와 스쿠티 클래식(Skooty Classics) 두 가지 

모델이 있으며, 스쿠티 클로는 스쿠티 클래식에 미끄럼 방지용 밑창이 추가된 버전이다. 다섯 가지 화려한 색상으로 

출시된 스쿠티는 미국에서 제조되어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판매 중이며, 한국에서는 단우에스에프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kootys.com을 참고하면 된다.

Contact Person  남순, 대표   Phone  031-746-2201   Fax  031-746-2203   E-mail  soonnam@danwoosfg.co.kr    
Address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B동 2008호 13201   Website  www.skootys.com, danwoosfg.co.kr

[Sports & Leisure]

SnoPlanks  |  스노플랭크

스노플랭크는 미국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스노보드, 스플릿보드 및 스키 

제조업체이다. 전량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나무 재질의 스노보드와 스키는 수작업을 

통한 제작과 성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스노플랭크만의 자랑거리이다. 설원 스포츠에 

최적화된 디자인의 스노플랭크 스노보드와 스키는 오리건 중부의 캐스케이드산맥 

전역에서 테스트를 마쳤다. 라이더에 의한, 라이더를 위한 제품이다. 스노플랭크의 

모든 제품은 강도와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로 강화하여 

라미네이트 가공된 견고한 대나무 코어로 제작되었다. 폭이 점점 좁아지게 디자인되고 

탄력성 있는 코어는 팁에서 테일까지 단일 구조로 제작되어, 어떤 환경에서든 더 나은 

플로팅(floating)과 팝핑(poping)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해 준다. 스노플랭크 보드의 

로커 프로파일(Rocker profiles)과 형태는 파우더 눈에서 멋진 회전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를 위해 일반적인 보드보다 길이가 

짧게 제작된다. 스노플랭크 보드의 구조와 사용감은 시중에 판매되는 그 어떤 보드와도 견줄 수 없다.

Contact Person  James Nicol, Co-Founder   Phone  +1-503-351-2861   E-mail  info@snoplanks.com
Address  63015 Layton Ave., Bend, OR 97701   Website  www.snoplanks.com

[Sports &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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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w Gear  |  트루 기어

트루 기어는 테크니컬 퍼포먼스 스키 및 스노보드 의류 제조 업체이다. 트루 기어의 의류는 산악 

활동에 꼭 필요한 내구성과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뛰어난 스타일을 자랑한다.특히 바지 속으로 

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트루 기어만의 기술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트루 기어는 항상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Contact Person  Chris Pew, Founder & Director of Product   Phone  +1-541-241-6867   E-mail  chris@trewgear.com 
Address  1767 12th St 169, Hood River, OR 97031   Website  www.trewgear.com

[Sports & Leisure]

Dr. Bronner’s  |  (주)엠아이인터내셔널

(주)엠아이인터내셔널은 2007년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변화해도 변함없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해외 

제품만을 엄선해 한국 시장에 소개하고 공급하는 유기농 전문 기업이다.

현재 미국 유기농 브랜드의 아이콘이자 유기농 바디케어 시장을 리드해 온 '닥터 브로너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유기농 여성 

위생용품 브랜드 ‘콜만’, 프랑스 친환경 세제 브랜드 ‘에타민 듀 리스’를 수입해 국내 백화점, 드럭스토어, 온라인 몰, TV 홈쇼핑, 

코스트코 등 다수의 채널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주)엠아이인터내셔널은 소비자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친환경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Contact Person  성 그레이스, Marketing Director   Phone  02-3414-1109   Fax  02-3414-1110   E-mail  grace@drbronnerskorea.com
Address  서울시 강남구 양재천로 179, 1층 (도곡동, 주영빌딩) 06302   Website  www.drbronnerskorea.com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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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US Embassy Korea

Commercial Service

188, Sejongdaero, Jongno-gu

Seoul 03141

Contact

Tel : +82-2-397-4535

Fax : +82-2-739-1628

E-mail : WinterSports.CSKorea@trade.gov

Website : buyusa.gov/southkorea/ 

주소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03141 

 

연락처

전화번호 : 02-397-4525

팩스 : 02-739-1628

이메일 : WinterSports.CSKorea@trade.gov

웹사이트 : buyusa.gov/southkorea/

아래 사이트에서 PDF 버전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buyusa.gov/southkorea/wintersportsmagazine/index.asp

본 잡지를 수령하길 원하시면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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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sitgu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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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ge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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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이
평창과 함께 합니다

Lake Placid, @Henry Zbyszynski

Squaw Valley, tahoegetaways.com

Salt Lake City, Visit Salt Lake

평창, korea.net

Salt Lake City, Visit Salt Lake

Lake Placid, ORDA.org

Squaw Valley, nevadatrave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