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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휘슬러 스키 원정기

오 장 수

CEO클럽 위원장 / LG하우시스 고문 
jsohb@lghausys.com

휘슬러(Whistler)는 스키어들에게는 꿈의 스키장

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차로 북쪽으로 약 3시간 걸립니

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애스펀(Aspen), 프랑스 알프

스의 샤모니(Chamonix)와 세계3대 스키장입니다.

2016년末 일본 홋카이도 니세코(Niseko)와 루스츠

(Rusutsu)를 다녀오면서 바로 2017년末 원정을 추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로서는 일본과 카작스탄, 유럽 이태리 알프스

의 쿨마이어(Courmayeur)에 가본적은 있으나 아메리

카 대륙, 그것도 세계 3대 스키장 원정은 처음이라 

가슴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연말 사장단 인사의 행방에 따라 혹

시 못갈까 우려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다행히 스

키의 여신 Skadi의 도움으로 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24일은 눈과 미세먼지로 인천 공항의 항공

기 이착륙이 1000대 이상 지연되어 몇 시간씩 대기하

거나 아예 연휴 여행이 취소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

다. 25일 공항에 모인 우리 일행이 우려는 했으나 밴

쿠버행 대한항공은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이것도 

스키의 여신 Skadi의 가호였습니다. 이날도 싱가폴, 

인니행 등 많은 비행기가 2시간 이상씩 delay 된다는 

방송이 우리의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25일 18시 40분 출발하여 밴쿠버에 같은날 11시 10

분에 도착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다 보내고 왔는데 

밴쿠버는 또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난생처음으로 크리

스마스를 두번, 이틀이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Steam 

clock, Stanley park, 멋진 해안선과 downtown을 둘러보

고 밴쿠버시내 ‘장모집’ 식당에서 부대찌개에 라면싸

리 추가해서 점심을 먹고 Whistler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금문교와 같은 공법으로 같은 시기에 건

설한 Lions gate bridge를 지나 왼쪽으로 바다를 옆구

리에 끼고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왼쪽의 물이 바닷물이고 피요로드라고 가이드겸 

운전기사 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피요르드는 스칸

디나비아반도의 전형적인 해안선으로 빙하가 깎아

낸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온 해안지형의 전문용어입

니다. 고등학교 지리시간에 다 배운 것입니다. 

휘슬러 빌리지를 지나 30분을 더 달려 Pemberton

이라는 동네의 Pemberton valley lodge에 도착 했습

니다. 목조 3층 건물로 된 훌륭한 호텔식, 콘도식 숙

소였습니다. 벽난로가 있는 자그마한 lobby lounge

와, 바로 붙은 작은 table 2~3개의 breakfast용 식당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키는 지하 스키전용 보관함

에 보관했습니다. 트윈배드룸 3개에 6명, 2룸과 거실

이 있는 콘도식 suite 1개에 2명으로 배정, 8명 전원이 

check in 했습니다.

25일 첫날 저녁식사는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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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McDonald에서 햄버거를 즐겼습니다. 모두가 즐

겁고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3개의 스키

동호회 ‘스친’, ‘YPC’, ‘PPC’의 연합팀 7명이었습니다.

아침식사는 각방으로 room service 하겠다는 것을 

1층 로비 식당에서 8명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예외없이 우리 스키동호회 특유의 half swing 고스

톱을 즐겼습니다. 

half swing 은 딴돈의 1/2을 pay back 하고 1시간

치고 약 10분간 휴식하여 기운을 짤라서 끝빨연속의 

법칙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가 invention한 전세계 유

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고스톱 방식입니다. 이 1시간 

치는 것을 1 round 라고 합니다. 보통 하루밤에 2~3 

라운드를 칩니다.

캐나다 휘슬러에서의 첫날밤에 들었습니다. 새벽 

1시반에 잠이 깨어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런저런 서류를 보다 말다 책을 보다 6시 반에 1층 로

비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식시간은 7시였습니다.

불면의 첫날밤은 휘슬러에 대한 설레임과 비행기

에서의 숙면과 고스톱에서 잃은 돈의 아쉬움이 컴파

운딩된 원인이 아니었나 분석해봤습니다. 

Continental breakfast는 muffin 1개, orange 1개, coffee 

한잔, 쥬스 한잔이었으나 부지런한 김담당이 계란후

라이를 해서 훌륭한 첫날 아침식사를 즐겼습니다.

드디어 8시에 Whistler village 스키하우스로, 휘슬

러 베이스로 출발했습니다. 8시반에 도착했습니다. 

류사부와 가이드 김사장이 리프트권을 사러가고 나

머지는 부츠로 갈아 신고 가다렸습니다. 

30분 이상이나 지나서야 류사부께서 리프트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리프트권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류사부가 신용카

드를 내자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했는데 신분증에 

영어가 없다고 시비를 거는등 리프트권을 사는데 상

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공항의 

세관직원들 뿐만아니라 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이 원

리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철저히 따지는 좀 골치 아

픈 국민, 나라입니다. ‘좀 골치 아픈’것은 우리 기준

의 판단이고 원래 그것이 맞는 것 인지도 모르지요! 

현지거주 김사장 아니었으면 리프트권 사기도 어

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리프트권 사는것도 여의치 

않아 이틀치를 같이 샀는데 인당 312캐나다 달러였

습니다. 회비예산이 초과예상되어 개인비용을 입금

하라는 류사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류사부가 부츠를 신으려고 했으나 장

시간 영하의 추위속에서 부츠가 냉각, 굳어져 류사

부의 발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차안에 들어가

서, 가이드 김사장과 열심히 발을 넣을려고, 이것 또

한 30분여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멤버는 곤돌라를 타러가고 저와 YS Kim사

장이 류사부 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부츠를 녹여 

발이 들어가기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

에 부츠를 신고 곤돌라로 갔는데, 

It was really long queue! 

또 약 30분을 기다려 Whistler village 곤돌라를 타

고 1850m peak로 올라갔습니다. (휘슬러 최고봉은 

2182m 임.) 

거기에서 우측 사면으로 가능한 green색 초급과, 

blue중급 slope를 따라 곤돌라 중간 기착지까지 서서

히 내려왔습니다. 

Map과 slope 안내표지판이 green은 beginner, blue

는 intermediate, 1 black 다이아몬드는 advanced, 2 

black 다이아몬드는 expert입니다. 이것은 거의 전

세계가 공통인 것 같습니다. black 부터는 정설안된 

powder로 숲속, 길도없는 slope라서 patrol도 없고 저

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slope였습니다.

intermediate이 우리 용평의 실버와 레인보우 1, 2 

정도 되는 최상급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Whistler village gondola를 타고 1850m Round 

house lodge peak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왼쪽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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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고 완전 비스듬히 가서 peak express 리프트를 

타고 Whistler 최고봉 2182m peak lookout 으로 올라

갔습니다. 

휘슬러 최고봉은 역시 달랐습니다. 눈보라가 매

섭게 치고 안개속에서 시야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여

기도 캐나다 원주민 INUIT 족(에스키모인 이라고도 

함 : 에스키모는 동물 날것을 그냥 먹는 미개 민족이

라는 비하의 뜻이 있어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고 함.)의 상징인 돌로 만든 사람 모양의 큰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좌측 사면 intermediate slope, upper peak to creek

로 서서히 일행들 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밴쿠버에 도착 후 시내 투어 때 류사부가 스

키장 map을 슬그머니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

는 slope를 잘 안내해달라는 무언의 지시로 알고, 사

실은 모든 멤버가 잠든 밤에, 아침식사 전과 출발 전 

시간에 나름대로 map을 연구하여 우리멤버들이 안

전하게, 그러나 최대한 Whistler의 genuine taste를 맛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해외 원정스키를 몇 

번 다닌 경험 덕택이지요.

이 slope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눈은 자연설로 너

무 좋아서 천만 다행이었으나 경사가 한국의 최상급 

수준이고 눈보라와 안개로 시야확보가 안되었습니

다. 바닥이 보이지 않아 적절한 턴과 방향설정이 어

려웠습니다. 스톱을 했으나 스스로 저도 모르게 미끄

러지면서 넘어지기를 두어번, 모든 멤버가 어렵게 어

렵게 Whistler의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High way 86과 

express way slope를 거쳐 곤돌라 중간 기착지에 무사

히 도착하여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행모두 가

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round 

house lodge peak로 올라갔습니다. 3,0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 식당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얼른 자리 확보를 하고 류사부와 몇분이 고생고생하

며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치킨버거를 줬습니다. 어제 

저녁도 치킨버거, 오늘 점심도 치킨버거, 양계장 주

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꿀맛이었습니다. 

오찬후에 우리는 peak 2 peak 곤돌라를 탔습니다. 

깊은 계곡을 건너, 건너편 Black comb mountain의 랑

데부 peak, 1,860m로 갔습니다. 쉬운 beginner slope로 

하산하여 첫날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peak 2 peak 곤돌라에는 우리팀과 인도처녀 한분

이 탔습니다. 여러대화를 즐기면서 계곡을 건넜습니

다. 이 인도처녀는 혼자 랑데부 식당에 점심을 먹으

러 왔다는 것이었는데 우리 멤버 아무도 그말을 믿

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green line, easy out, easiest route를 따라 하산

하였습니다. 

숙소 lodge로 돌아와 18시에 식사하기로 하고 개

인 관물 정돈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식사는 이태리 식당으로 가서 각자 수프와 

salad, 파스타 등을 시켜먹었습니다. 깔라마리와 티

라미수 디저트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숙소로 귀환

했습니다.

함박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설국

이구나! ‘가와바타 야스나리’, 노벨문학상을 탄 일본 

소설가의 「설국」이 생각나는 밤이었습니다.

설국의 무대는 도쿄에서 북쪽으로 군마현을 지나 

스키장으로 유명한 니가타입니다. 여기로 여행간 시

마무라가 고마코와 요코와 펼치는 사랑이야기입니다. 

여기 스키장에 가볼 예정입니다. 일본전국을 여행하

며 유명 스키장을 하나씩 모두 섭렵을 할 계획입니다.

또 고스톱을 3라운드 했습니다. 저는 계속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고수들 YS Kim, HS Kim 

등이 돈을 잃고 강호의 신예들 김전무, 류사부, 김담

당 등이 약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고스톱 메이저리

그 승률이 3할이 넘는다는 YS Kim 사장은 계속 설사

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slope에서도 속이 별로 안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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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2017년 12월 27일 8시에 2일차 원정에 나

섰습니다.

오늘은 Black comb 중간 peak에 가서 어제 탄 반

대쪽 초,중급 slope를 타고 Horstman Hut 2,284m, 스

키 최고봉에 가서 전날 Whistler에서처럼 좌측 중급사

면, 스키어들 꿈의 slope 7th heaven을 탈 계획이었습

니다. 그러나 Base에 도착해보니 눈보라와 바람으로 

Black comb mountain 상단부 리프트는 모두 운행중단

이었습니다. 일단 Black comb excalibur gondola를 탄 

후, Excellerate Express lift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측 Zig Zag slope로 내려가서 Solar Coaster Express 

lift를 타고 랑데뷰 peak로 올라갔습니다. 눈보라로 

peak는 포기하고 좌측 사면 중급으로 산을 한바퀴 돌

아내려 갈려고 Express way slope를 따라 왼쪽으로 왼

쪽으로 능선을 타고 갔습니다. slope는 자연설로 멋졌

으나 폭이 10m도 안되게 좁았고 안전용 fence도 없었

습니다. 우측으로는 종종 1 black 다이아몬드 advanced 

powder slope로 “Patrol이 없으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팻말이 종종 있었습니다. slope 이름도 ‘where’s Joe’ 등 

조금은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몇몇 서

양의 젊은이들이 숲속 powder 최상급 slope로 내리 꽂

고 있었습니다.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7th heaven 팻말이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천만다행

으로 7th heaven lift가 운행 중이었습니다. 일행들은 흔

쾌히 7th heaven lift를 타고 스키어가 갈 수 있는 Black 

comb 최고봉 Horstman Hut 2,284m 정상에 올랐습니

다. 여기도 INUIT 족의 조형물 돌 인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감개무량 하여 7th heaven 팻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중급(실제는 상급 

이상이었음)slope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질은 좋았고 시야는 나빴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slope를 도전하고 있다는 묘한 설레임으로 

흥분해있었습니다. 반쯤 내려왔을 때 리프트를 타

고 올라올 때 리트프선을 따라 바로 내려오는 멋진 

slope를 본 기억이 나서 거기로 가고 싶은 욕망이 생

겼습니다. 멤버들을 2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왼쪽으

로 쉬운 코스로 가는 팀과 우측 어려운 코스로 가는 

2팀으로, 그리고 리프트 출발점에서 만나기로 했습

니다. 우리 팀은 오른쪽 어려운 코스로 들어갔습니

다. 약 10여m 갔는데 pole이 푹푹 빠지는 것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거기는 정설 되지 않은 powder였

습니다. ‘여기 아니다, 파우더다. 돌아가자!’라고 하

고 돌아섰는데 스키와 pole이 푹푹 빠져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스키를 벗어 들었습니다. 그래도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파우더를 어렵게 나왔습니다. 류사

부가 가장 고생해서 맨 나중 나왔습니다. 다른팀이 

간 왼쪽 slope로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꺾어 리프트선

을 따라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도착하여 조금 기다린 후에 

다른 팀을 만났습니다. Solar coaster Express 리프트로 

가서 이 리프트로 랑데부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당은 어제 못지않게 붐볐습니다. 김전무의 제안

으로 품위있는 별실 레스토랑에 가서 몇분은 와인을 

곁들여 멋진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Black 

comb의 peak가 보이고 그 바위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용감한 2명의 extreme 스포츠맨을 보았습니다.

품위있는 오찬을 마치고 좌측 중급 slope를 따라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Easiest route를 따라 내려가다보니 또 좀 심심해지

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에서 또 2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계속 Easiest route를 따라 Whistler village base로 가

고 우리팀은 직선으로 리프트 라인을 따라 intermediate 

slope를 즐기면서 base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전무, 류사부와 같이 셋이서 신나게 조금은 뭉

쳐진 눈을 타면서 내려간 곳은 Black comb base였습

니다. Map을 꺼내서 재차 확인을 하면서 두 분께 쑥

스럽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Wizard express 리프트

를 타고 다시 올라가서 Whistler base로 갔습니다. 이

틀 중 처음으로 slope를 잘못 가이드 한 실수였습니

다. 다른팀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팀도 우

리와 같은 실수를 할뻔 했는데 민대표의 가이드로 

제 방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HS Kim 사장이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LG하우

시스 앞길이 밝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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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날 이태리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제가 얘기 

했습니다. ‘캐나다까지 와서 한국에서 늘 먹는 라면

과 김밥 먹을 필요 뭐 있느냐? 맛도 없을 것이다. 제

대로 된 스테이크집에서 가서 고기를 썰고 가자!’ 전

원이 동의하여 민대표가 인터넷 검색을 하여 KEG라

는 제대로 된 스테이크하우스를 예약 시켰습니다. 

Lodge로 돌아가는 차안에서 가이드 김사장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6시에 식당 예약되어 있지요? 5시

반에 출발합시다!’

이틀간의 휘슬러 스키원정을 무사히 보람차게 마

친 기분 좋은 피로감에 차안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5시반에 식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식당에는 줄이 

길었습니다. 김전무가 앞으로 나가 점원께 물으니 예

약을 받지 않는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김사장에게 예

약 안했냐고 하니 여기는 식당들이 예약을 안 받는다

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었

으나 팀 분위기를 해칠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당은 한시간 기다리면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

다. 주변식당을 가봐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Lodge로 오는 길에 피자를 사고, 또 McDonald에 가

서 햄버거를 사서 Lodge 1층 식당으로 왔습니다. 포

장해온 음식을 펴놓고 남은 위스키와 맥주를 곁들여 

휘슬러에서의 마지막 밤 파티를 즐겼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아침 일찍 6시 30분에 밴쿠버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 혹시 길이 막힐 것을 대비해서였습

니다. 6시에 아침 먹고, check out하고 출발했습니다. 

Whistler 산속, 계곡, 숲속에 하얀 함박눈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멤버 7명을 태운 15인승 승합

차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는 눈이 쌓여가고 제설차는 계속 제설을 하고 있었

습니다. 도로변 나무들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기

막힌 설경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트럭과 트레일러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못가고 

차를 세우고 chain을 감고 있었습니다. 밴쿠버로 나

오는 길보다 Whistler로 들어가는 도로가 더 정체되

고 막혔습니다.

밴쿠버로 접어들었습니다. 언제 눈이 왔냐는 듯

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잘 하는 대한항공 카

운터에서 check in을 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우리는 내년 2018년 12月 25日

에 같은 일정으로 세계 3대 스키장, 미국 콜로라도, 

Aspen에 가자고 의견을 모으고 각자 식사와 독서에 

들어갔습니다. 류사부는 이 Aspen 원정을 레드캡과 

사전에 미리 미리 잘 준비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레드캡의 빠른 실행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이 편지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

니다. 그 다음은 미국 Utah주의 salt lake city 스키장

을 가봐야겠습니다.

비오는 창밖 밴쿠버 공항을 바라보면서 「다시 읽

는 국어책」 <고등학교 편>을 읽었습니다. 17살의 청

춘의 추억을 그리면서 청춘예찬, 신록예찬, 김소월

의 진달래꽃, 박목월의 윤사월, 현진건의 빈처, 라이

너 마리아 릴케,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안톤 슈나

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알퐁스 도데의 별과 

피천득의 인연........

2017년이 가고 있었습니다. 63년의 세월이 갔습니

다. 다가오는 세월을 17살의 피끓는 청춘으로 맞이

해야겠습니다.

비행기는 빗속을 뚫고 서쪽으로 우리의 조국 대

한민국으로 날기 시작 했습니다. 

비행기안에서 스키90 프로젝트를 생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