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컨트리 중 조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노현 경찰 본부 산악안전대책과 

 

충분한 경험을 쌓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가볍게 백컨트리에 뛰어들어 

길을 잃거나 눈사태 등으로 인해 조난당하는 사고가 나가노현 내에서 다발하고 

있습니다.  

백컨트리 사고는 자기책임이지만 만약 조난당하게 된다면 구조측에게도 눈사태나 

악천후 등의 높은 위험 리스크를 지우게 됩니다. 또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며 자기책임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하의 주의점들을 엄수해 주심과 동시에 현 내에서 발생하는 조난 실태와 

원인을 참고하여 백컨트리로 인한 사고방지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１ 엄수사항 

(1)  철저한 사전준비 

활주 후에 스키장이나 임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활주할 코스나 

지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영상을 통한 확인으로는 부족합니다.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전문 가이드 등에게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2)   계획서 작성 및 제출(행선지의 전달) 

백컨트리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지인에게 숙박지나 행선지를 전해 

주십시오. 

(3)   상비 용품 휴대 

○  눈사태 대책 … 비콘, 프로브(조난자 탐색용 봉), 삽, 에어백 등 

○  하이크업 장비 … 클라이밍스킨(스키 뒷면에 부착하는 설산 등산용 씰),  

스노슈 등 

○  현재 위치 확인 장비 … ＧＰＳ, 휴대전화, 지도, 나침반 등 

○  긴급시 대응 장비 …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헤드라이트, 방한복,  

비상보온담요, 비상식량 등 

(4)   적설 상황 확인 

   백컨트리는 분설과 신설을 즐기는 스포츠이지만 하쿠바나 이야마 

일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호설지역’이기 때문에 하룻밤새에 1m 가까이 눈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눈이 내린 직후에는 클라이밍스킨조차 제 

기능을 못하기도 하며 만일 스키가 빠지게 되면 찾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적설량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적설 상황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십시오. 

(5)   활주 전 눈사태 체크 

    스키장에 설치된 산사태 주의 정보 확인이나 약층테스트에 따른 적설 

단면을 확인하는 등 반드시 산사태에 대비해 체크해 주십시오. 

(6)   스키장 내 정해진 규칙 엄수 

 규제 로프나 주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산사태 방지, 혹은 통상의 

스키어・스노보더들이 실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눈사태가 발생해 휘말리게 된다면…’, ‘내 스키 자국을 보고 초보자가 

따라오게 된다면…’등  본인 이외의 사람들까지 배려하여 규칙을 지켜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２ 나가노현 내 조난 실태와 원인 

(1) 길을 잃거나 행방불명으로 인한 조난 

○ 사전에 지형이나 코스를 확인하지 않아 스키장이나 임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 지도나 GPS 등을 소지하지 않아 현재 위치를 모르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스키 활주 자국을 따라가다가 현재 위치를 모르게 되는 경우 

○ 기량부족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하이크업 장비(클라이밍스킨 또는 스노슈 등)가 없어서 오르지 못하는 경우 

  ○ 스키가 빠지거나 클라이밍스킨을 쓸 수 없게 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활주 자국에 의지하지 않는다】【하이크업 장비는 반드시 준비】【스키가 파묻히는 경우도】 

 

(2) 나무에 충돌・넘어짐에 의한 조난 

겔렌데에서 스키를 타는 기분으로 본인의 기술, 체력 수준을 벗어난 코스로 

들어가 나무에 충돌하거나 넘어져서 부상 

     

(3) 질식에 의한 조난 

신설, 분설을 활주 하다가 넘어져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어 눈 속에 

파묻혀 질식사 

 

(4) 눈사태에 의한 조난 

본인이 일으킨 눈사태에 휘말릴뿐만 아니라 동료나 다른 스키어들이 

눈사태에 휘말리게 됩니다. 

동료나 주위 사람이 비콘이나 프로브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발견이 

늦어져 구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또한 비콘이나 프로브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속하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