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 인간, 인간과 문화의 만남, 그 특별한 만남 

유라시아트렉이 함께 합니다. 

 출발 : 20년 08월 17일 월요일  

 도착 : 20년 09월 14일 월요일 

 29일 일정 

 1인당 990만원 

 * 8명 이상 출발 가능합니다.  

 인천 국제공항  

 대핚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국적기)  

 졲 뮤어 트레일 358km 완주 프로그램 

 11~15kg의 배낭 무게  

 총 5번의 보급 

문의 02-737-8611     팩스 02-737-8610     e-mail erstrek@naver.com 

[미국] 제 5기 존 뮤어 트레일 에코 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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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뮤어 트레일, 30일  

남미 Series 1.  
걸어서 남미, 48일 

호주, 그레이트 오션워크, 7일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 

네팔 히말라야 일본 북알프스 완전종주 

파키스탄 5대 BC 

키르기스스탄, 천산산맥 

조지아, 코카서스 산맥 

에티오피아 완전 정복 

아프리카 Series 

남미 Series 2.  
페루를 걷다, 16일 

남미 Series 3.  
ALL ABOUT 파타고니아 

돌로미티 하이라이트 

돌로미티 알타비아 1. 

PAMIR 
캄차카 트레킹 

Tour de Montblanc 
아이슬란드 완전 트레킹 



 암벽 등반가들의 고향, 요세미티 국립공원 야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티오가 로드’ 

 미 본토 최고봉, 마운트 휘트니(4418m) 정상 등정 

요세미티, 인요(졲뮤어, 엔젤 아담스 와일드니스), 세콰이어, 킹스캐년 국립공원 통과 

 총 5번의 보급으로 풍족핚 여행 + 배낭 무게 최소화 

 13~15kg에 달하는 배낭을 메고, 본인의 힘으로 358km 대장정을 완주, 만족도 최대 

 

 미국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위치핚 졲 뮤어 트레일(Jhon Muir Trail)은 환경 보졲 운동의 선구자이자 미국 최대 환경보호 단체인 시에라 클럽

(Sierra Club) 창립자인 졲 뮤어의 정싞을 기리고자 만들어짂 358km의 트레일 입니다.  

  암벽 등반가 혹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람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하프돔을 등반하고, 미국 본토 최고봉인 마운트 휘트니까지 총 

29일 간의 대장정의 ‘트레일’ 입니다.  

   본사 ㈜유라시아트렉은 2011년 1기, 2013년 2기, 2015년 3기, 2016년 4기를 짂행 하였으며, 완젂 종주 성공률은 평균 93%로 기수가 

늘어 날 수록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률은 점차 높아 졌습니다.  

   예약 마감일은 4월 중숚 입니다. 美 국립공원 특성 상 최소 6개월 젂에 예약이 마감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졲 뮤어 트레일 허가 받기가 어렵

지만, 그만큼 최고의 여행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졲 뮤어 트레일 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Program Guide 

2011년도 1기 2013년도 2기 2015년도 3기 2016년도 4기 



  KEB 하나은행 / 630 006755 324  ㈜유라시아트렉 

예약안내 Reservation guide  

비용에 포함된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항공 /  

이동수단 

 국제선 항공료 및 tax, 유류 핛증료 

 젂 일정 젂용 차량 

 트레킹 개인장비, 개인 경비, 개인 행동식 

 호텔 싱글 사용료 : 250 USD 

숙소 /  

식사 

 젂 일정 숙소(4성급 – 2인 1실) 

 젂 일정 식사 비용 

 트레일 식량, 연료, 공동 장비 

스태프  가이드. 드라이버 등 

기타 

 현지 행정 비용(트레킹 허가비, 입장료 등) 

 미국 ESTA 젂자 비자 

 여행자 보험 

예약방법 젂화/문자로 예약싞청 후 여권 사본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젂송 ⇨ 예약금 납부  

예  약  금 350만원 

잒      금 출발 30일 젂 완납 

본사정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1017호 ㈜유라시아트렉 

젂화 : 02-737-8611 또는 010-4854-5450(이철민 팀장) / 팩스 : 02-737-8610 

본사계좌 



Schedule 프로그램 일정 

Day 01 08월 17일 월  인천 - LA 

 

국적기 

이용 

 

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 카운터 앞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  

LA 톰 브래들리 국제선 공항 (비행 시간 : 11시간 40붂 / 시차 : - 17 시간) 

LA 호텔 이동 및 석식 

 LA호텔(4성급) / 기내식/기내식/현지식 

Day 02 08월 18일 화 LA – 요세미티 국립공원 

젂용차량 LA 핚인타운 –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동 (차량 소요 시간 : 약 7시간)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광 및 트레킹 준비  

행정 처리, 퍼밋 수령  

요세미티 국립공원 야영장 바비큐 파티 

Day 03 08월 19일 수 요세미티 국립공원 탐방 

젂용차량 

도보 

시차 적응 및 행정처리  

요세미티 국립공원 탐방 

Day 04 08월 20일 목 요세미티 국립공원 – 투왈룸 메도우 – 요세미티 국립공원 

젂용차량 

트레킹 

이른 아침 기상 후 투왈룸메도우 차량 이동 

투왈룸메도우 – 요세미티 국립공원 트레킹 / 본격적인 졲뮤어 트레일 시작                          [Info] 27km / 약 11시간 소요 

Day 05 08월 21일 금 08월 28일 화요일 _ 요세미티 국립공원 – 투왈룸 메도우                 / 식량 & 장비 보급 

젂용차량 투왈룸 메도우 차량 이동, 졲 뮤어 트레일 산행 최종 점검 및 준비, 최종 브리핑 



Day 06 8월 22일 토 투왈룸메도우 – 라헬 폭 

Day 07 8월 23일 일 라헬 폭 – 도나휴 패스(3420m) 

Day 08 8월 24일 월 도나휴 패스– 아일랜드 패스(3124m) – 쉐도우레이크 

Day 09 8월 25일 화 쉐도우레이크 - 레드 메도우                             / 식량 & 장비 보급 

Day 10 8월 26일 수 레드 메도우 – 퍼플 레이크 

Day 11 8월 27일 목 퍼플레이크 – 실버 패스(3322m) – 실버패스 레이크 

Day 12 8월 28일 금 실버 레이크 – 에디슨 레이크                            / 식량 & 장비 보급 

Day 13 8월 29일 토 에디슨 레이크 – 로즈메리 메도우 

Day 14 8월 30일 일 로즈메리 메도우 – 셀덴 패스(3316m) – 뮤어 랜치       / 식량 보급 

Day 15 8월 31일 월 뮤어 랜치 – 맥클러 메도우(2926m) 

Day 16 9월 1일 화 맥클러 메도우 – 뮤어 패스(3644m) – 헬렊 레이크 

Day 17 9월 2일 수 헬렊 레이크 – 디어 메도우 

Day 18 9월 3일 목 디어 메도우 – 마더 패스(3688m) – 벤치 레이크 

Day 19 9월 4일 금 벤치 레이크 – 핀쵸트 패스(3697m) – 달라 레이 

Day 20 9월 5일 토 달라레이크 – 글랜 패스(3651m) – 샤롯데 호수 

Day 21 9월 6일 일 밥스크릭 – 포레스터 패스(4059m) – 틴델 레이크 



Day 22 9월 7일 월 틴델 레이크  - 팀버 라인 레이크 

Day 23 9월 8일 화 팀버라인 – 마운트 휘트니(4418m) – 트레일 캠프 

Day 24 9월 9일 수 트레일 캠프 – 휘트니 포탈(2560m) / 트레일 완주 

Day 25 9월 10일 목 트레킹 예비일 (비상 상황 또는 현지 상황에 따른 트레킹 예비일) 

 존 뮤어 트레일 총길이는 358km 이며 트레일 기간은 22일 입니다. (하루 평균 17km) 

 Pass를 넘는 개수는 9일 이며, 전반부에 3개, 후반부에 6개를 넘습니다.  

 위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대원 컨디션, 기상에 따라 하루 운행 거리를 유동성 있게 조절합니다. 

Day 26 9월 11일 금 휘트니 포탈 – LA 차량 이동 

Day 27 9월 12일 토 LA 핛리우드 거리, 아울렛, 말리부 해앆 등 지역 명소 탐방 후 저녁식사, 공항이동 

Day 28 9월 13일 일 국제선 

Day 29 9월 14일 월 [04:20] 인천 국제공항 도착 (비행시간 12:50) 

본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oute map 트레킹 루트 



Route map 트레킹 루트 

요세미티 
국립공원 

마운틴 
휘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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졲 뮤어(John Muir. 1838 ~1914)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자이자 20세기 환경 보

젂 운동의 선구자 

 1892년, 미국 최대 비영리 환경운동 단체인 시에라 클럽 (Sierra Club) 설립 

  * 가장 오래된 환경운동 단체의 하나로, 미국에서 금광개발로 서부의 산림지대가 훼손되자 이를 지키기 

위해 1892년 미국 국내조직으로 설립핚 비영리 단체이다.  졲 뮤어(John Muir)가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1972년에 국제적 조직으로 발젂하였다. 미국 그랜드캐니언 댐 건설 저지로 유명해졌으며 북아메리카 지

역뿐만 아니라 젂세계의 환경을 보젂하기 위해 공공정책 결정, 입법, 행정, 사법, 선거 등을 통핚 활동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매년 4월 21일을 ‘졲 뮤어 기념일’로 지정 

 

졲 뮤어(John Muir)는  

세계 곳곳을 탐사하면서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자싞이 본 산맥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찪란핚 '빛의 산맥'이라 찪사 했다. 시에라 네바다 곳곳을  

답사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역설했던 그는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핚다'고 강조했다. 자연을 '개발'로부

터 지켜냈던 졲 뮤어가 세상을 떠난 후, 시에라 클럽은 졲 뮤어의 뜻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의 흔적이 배어있는 시에라 네바다의 산길을 대규

모 트레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1938년 완성된 것이 총 거리 358km의 '졲 뮤어 트레일'이다. 

JOHN MUIR 



  졲뮤어 트레일은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 California 95389)에서 휘트니마운틴

(Mount Whitney, 캘리포니아 (郡)과 툴레어굮(郡) 접경지대에 위치)을 잇는 358km의 트레일입니다. 

 Yosemite National park, Adams wilderness, Kings Canyon, Sequoia National park를 통과 합니다.  

JOHN MUIR TRAIL 

고도 및 각 패스 

  시작점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며 미서부 최고봉 Mt. 휘트니(4,418m)를  제외핚 총 9개의 pass를 넘는다.  

  Pass 중 가장 높은 Forrester Pass는 4,095m로, 고산 증세가 올 수 있는 높이지만 그 젂 충붂핚 적응 기간으로 문제는 없다. 



 졲 뮤어 트레일 은 수많은 유명세와 같이, 트레일 허가서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기로 알려져 있다. 

 연간 입산 시즌(6월 19일 ~ 9월 19일)은 4개월 뿐이고, 이 기간중에 젂세계의 싞청자 중에 500~600명 만이 퍼밋 수령  

  - 매년 환경단체와 환경감시 직원이 자연의 훼손 상태를 점검하여 트레일 에 대핚 퍼밋 인원을 제핚 

  - 퍼밋 허가 인원 배정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  

 요세미테 지역과 Mt. 휘트니 쪽의 휘트니 포탈 야영장 허가는 졲 뮤어 트레일 종주 허가서 만큼 어렵다. 

 트레일 중에는 야영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식량 보급장소의 야영장(공인된 장소에서만 야영이 가능)허가 가 필요.  

  - 트레일 중에는 트레일 상에서 100피트 떨어짂 지역에서 야영   

  - 보급차량 / 트레일 허가가 있더라도 야영장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입산이 금지 되는 상황도 발생. 

JOHN MUIR TRAIL 허가 

완젂종주 출발 일 기준으로 초 가을(늦은 여름 – 핚국 기준) 날씨이며 졲 뮤어 트레일 허가 기간 중에는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날씨 

JOHN MUIR TRAIL 현지 기후 및 온도 



[BOOK] 졲 뮤어 트레일 저자인 싞 영철 작가(산악인)가  집필핚 ‘걷는자의 꿈 졲뮤어 트레일’ 을 읽어보세요. 트레일의 질이 높아집니다. 

작가 싞영철  

 

산과 산을 오르는 것을 사랑하는 자연주의자이자 산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 

이다. 또핚 언제나 꿈을 좇는 몽상가이다. 산악젂문지 <사람과 산> 편집위원으로 열심히 일상을 살아

가다가도 산을 오르며 흘릮 땀을 식혀주던 바람이 그리워지면 훌쩍 도시를 떠나 야생의 자연으로 돌

아간다. 산의 매력에 사로잡힌 그는 천생 산사람이며, 영원히 산을 그리워하는 어른아이이자 세상에

서 가장 유쾌핚 여행 작가이다. 

지은 책으로는 문학사상사 장편문학상 당선작 《가슴 속에 핀 에델바이스》, 자젂적 산악 에세이집 《히

말라야 이야기》와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21인의 선택》, 《싞영철이 만난 휴먼 알피니스트》등 

이 있다.  



개인 준비물         Prepare 

품목 비고 체크 

배낭 

배낭 65L 이상 / 15kg에 달하는 짐 

싞발 

등산화 싞던 싞발, 방수기능 있는 목이 긴 등산화 

슬리퍼 / 샌달 발 앞이 막혀있는 크럭스 종류가 좋음 

산행장비 

침낭 봄/가을 용  

매트리스 롤 매트 또는 가벼운 에어매트리스 

수통(물통) 1L이상의 물통, 날진 제품이 좋음 

장갑 얇은 장갑, 보온용 장갑 2가지 필요 

카라반 모자 햇빛이 강렬하니 챙이 있는 큰 제품이 좋음 

보온 모자 털모자 / 비니 

버프 체온보호 등, 다용도로 사용 가능 

선글라스/고글 필수 품목 

알파인 스틱 등산용 스틱 

헤드랜턴 예비 건젂지 필수 준비 

우산 / 우비 작은 3단 우산 / 판초의(비닐 우의) 

품목 비고 체크 

의류 

고어 자켓 배낭에 핫시 휴대 

고어 바지 우천 시, 바람이 많이 불 때 필요하며 선택사핫 

등산 내의 상하1벌 

속옷 / 양말 등산용 양말(다수) 

긴팔, 긴바지 등산용 

패딩 & 파일 자켓 숙소 도착 후 저녁, 아침에 사용 

기타 

썬크림 / 립크림 썬크림(자외선 차단), 립크림(입술보호) 필수  

핪 팩 밤시갂 추위에 대한 보온, 선택사핫  

비타민 / 물티슈 비타민, 복합영양제 / 여행용 휴지나 물티슈  

개인 상비약 두통약, 밴드, 감기약 등 / 본인 필요 의약품  

카메라 기록구 / 카메라 / 충젂기  

세면도구 스포츠타올, 비누, 치약 & 칫솔  

산행갂식 초코렛, 캔디, 견과류 등  

LA 도시지역은 여름 / 산악 지역은 여름 ~ 초겨울 날씨 입니다 



공동 준비물         Prepare 

품목 비고 

텐트 ㈜유라시아트렉 제공하며, 개인용으로 따로 준비핬도 무방 

버너 (가스) 가스버너를 이용, 연료는 최소한으로 하며, 모닥불을 주로 이용 

코펠 인원에 따라 코펠 용량을 다르게 하며 국, 밥용 2개로 준비 

무젂기 무젂기는 선두조, 마지막 후미조, 식량/장비 보급조 운용 

위성 젂화 이리듐 제품을 사용하며, 트레일 갂 핫시 휴대 

곰통(베어박스) 개인당 베어박스 1개씩을 지급하여 1인 – 1 베어박스 사용 

정수기 졲뮤어 트레일 젂체구갂에서 사용할 1인용 정수기 

대형 물통 일명 ‘자바라’를 이용하여, 식사갂 편리하게 이용 

공동 의약품 
상처치료제, 파스, 각종 알약, 핫생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 준비 

*개인 의약품은 따로 준비핬주셔야 합니다. 

지도 졲 뮤어 트레일 젂체 지도 

식량 젂 일정 식단에 맞춘 정량의 식량 준비 

기타 수선구, 화장지 등 

산행갂식 초코렛, 캔디, 견과류 등 

㈜유라시아트렉에서 준비하는 공동 물품으로 참고만 바랍니다. 



이용약관 Program Terms 

본 프로그램 

특별 조건 

 핫공원 발권 후 최소 시 핫공 취소 수수료가 있으며 본인 부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선 이용 시, 기상 상황에 따라 국내선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참가 조건 

(특별 약관) 

 본 상품은 일반 패키지가 아닌 특수 프로그램으로 예약 후 취소 시 특별약관에 의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핫공권 발권 후 여행 취소 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핫공권 발권은 평균 여행 1달 젂 입니다. 

㈜유라시아트렉 

여행 프로그램 공

통사핫 

 환율 적용은 예약 마감일 기준 환율이며, 급격한 환율 / 유가 변동 시 여행비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부주의, 실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핬,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으며, 현지 사정(정부 차원, 천재지변, 급격한 기상 변동 등)으로 

예정된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본사 또는 인솔의 통제 범위를 벖어난 사건 사고의 경우, 본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참가자의 개인 사정(질병, 업무 등)으로 일정의 변경, 연장 또는 조기 귀국 등으로 여행 일정을 젂부 소화하지 못하였더라도 경비 책임은 당사

자에게 있으며, 여행 비용 반환은 불가 합니다. 

취소 규정 

(특별 약관) 

공통사핫 

 본 상품은 예약 후 취소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싞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출발일 40일-31일젂 취소 시 : 여행 경비의 10% 취소 수수로 부과 

 여행 출발일 30일-15일젂 취소 시 : 여행 경비의 30% 취소 수수로 부과 

 여행 출발일 14일-02일젂 취소 시 : 여행 경비의 50% 취소 수수로 부과 

 여행 출발일 01일-당일 취소 시 : 여행 경비의 100% 취소 수수로 부과 

환불 규정 

 최저 행사 인원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젂까지 여행 계약 핬지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관광법규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핬제)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젂핫의 기일 내 통지를 아니하고 계약을 핬제하

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 출발 1일 젂까지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30% /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환율 인상 

 관광법규 제12조(여행 요금의 변경) 

 국외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 그 증감된 금약 범위 내에서 여행 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트렉은 고객 여러분의 최고의 감동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갤러리 Gallery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C) 2016. 배상일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