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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및 산악지역 관광에 관한 국제 보고서 
마운틴 플라닛 박람회를 계기로 발표 예정

스위스의 산악 전문가 로랑 바나( Laurent Vanat )는 산악 지역 개발및 연관 기업분야의 국제 박람회인 마운팃 
플라닛에서 본인의 연구보고서  « 스키 관광과 산악 관광에 관한 국제 보고서 »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발표회는 
마운틴 플라닛 개최일  2018년 4월 18일 그르노블에서 있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발행된다.   

전세계 산악 개발과 이 분야 기업의 주요 관계자들이 2018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르노블에서 함께 자리하여 
전세계 최고의 스키 리조트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각각 다른 관점및 전문성을 토론하고 산악개발과 
환경분야, 리트프 시설, 안전, 소프트웨어, 서비스….등의 분야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 접하게 될것이다.  국제 
산악개발및 연관기업의 박람회, 마운틴 플라닛은 새로운 기술및 장비를 소개하는 기회이며 또한 장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운틴 플라닛 박람회는 강연, 연구회, 비투비 미팅, 수상식 그리고 현장 견학을 여러 
주요 전문가들및 파트너들과 같이 주최하고 있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사이트 http://www.mountain-planet.com 에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전부터, 스위스 출신 컨설턴트 로랑 바나는 스키 산업과 산악여행 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매년 4월달에 스키 
관광과 산악 관광에 대해 국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로랑 바나의 «스키 관광과 산악 
관광에 관한 국제 보고서 » 는 전세계 67개국의 2000개 이상의 스키 리조트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 

팩트, 수치, 투자, 이용빈번도, 트렌드, 적설량… 등의 내용으로 그의 보고서는 스키 산업, 적설, 산악조건과 그 
발전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알프스와 북미의 스키 리조트뿐만아니라 새로운 행선지인 중국 또는더욱 덜 
알려진 인도나 터어키에 대한 정보도 나와있다. 매년 발행되는 이 보고서는 스키관광및 산악관광의 현황, 향후 
트렌드와 잠재력에 대한 분석으로 전 세계 이 분야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7년도 보고서에, 로랑 바나는 « 전형적인 스키 비지니스 모델의 획기적인 변화와 중국 스키 리조트들의  급격한 
성장»을 조명하고 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먼저 보려면 2018년 4월 18일 그르노블에서 열리는 마운틴 
플라닛 박람회 참석.

마운틴 플라닛과 몇 가지 수치
1974년 그르노블시에서 처음 시작된 마운틴 플라닛은 산악 개발과 연관 기업들을 위한 세계적인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여름 겨울을 포함한 영구지속적인 산악 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설비와 장비 경향/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소개되는 기회이다. 마운틴 플라닛 박람회에는 전 세계 900 개 이상의 브랜드와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박람회 면적은 
42 000 m2이고 매년 60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오는 18000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 mountain-plan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