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피켈 좌베이스캠프트레킹

14좌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완주하는 트레커 분들께 황금피켈을 증정합니다.





[기획] 황금 피켈 8000m+ 14좌 베이스캠프 트레킹

8000m+ 14 Major Basecamps Trekking

계속고민 하였습니다. 

8000m 14좌 베이스캠프모두를 도전하고자하시는 분들의고민은 체력적인부분일 수도있었고, 시간적

인부분 혹은금전적인 부분일 수도있었습니다. 그 중에가장 큰과제는 14좌를 모두하기엔 국내프로그램

이그만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트레킹 프로그램은넘쳐나는

반면에마칼루, 다울라기리등의 프로그램은찾아보기 어려웠던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사 ㈜유라시아트렉에서 14좌 베이스캠프프로그램을 운용하고자합니다. 특징으로는 2인이상 출발이

가능한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소수로 진행하는만큼 인솔자는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현지지사/스태프

들과쌓았던 믿을수 있는 트레킹시스템을 그대로녹여 냈습니다. 국내출발 전식량, 현지 가이드정보, 비

자, 항공, 타임테이블 등이제공되며 현지도착 후항상 함께해왔던 현지스태프들과 트레킹을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8000m+ 14좌 베이스캠프 트레킹완주자에게는 본사에서제작한 황금피켈을증정합니다.



황금피켈 (Gold Pickel)

14좌베이스캠프를완주한여러분께드리는본사의작은선물입니다. 황금피켈에는레이저

각인으로완주자성명이들어갈것이며, 완주를축하는문구가들어갈예정입니다. 

[황금피켈]

증정조건

1. 히말라야 8000m+ 14좌 베이스캠프를 모두다녀와야 합니다. 

2. 본사프로그램 8개 中 4개 이상을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제선항공, 국내선항공, 팀스&퍼밋, 롯지, 호텔, 식사, 카고백, 전용차량, 비자등

트레킹간필요한모든행정및숙소, 식사준비

- 프로그램일정표, 가이드연락처 & 정보, 국내 / 현지핫라인정보

- 트레킹간필요한한식재료준비, 그저들고가시면됩니다. 

프로그램진행

출발전 – 트레킹여행의모든준비

- 국제선공항(네팔, 파키스탄, 중국)에서가이드미팅후다시한국으로돌아올때까지

항시가이드및셀파가함께합니다. 

- 위성전화 : 핸드폰전파가터지지않는오지로들어갈경우항시위성전화를휴대하여

긴급상황에대비합니다. 

- 현지업체/지사와국내㈜유라시아트렉과는항시연락망이오픈되어있습니다.   

- 기본일정은짜여져있으나, 현지에서더좋은, 더옳은방향으로일정을조절합니다.

출발후 – 현지



프로그램진행안내

•Step 1. 각 프로그램의 기간, 일정을 확인합니다. 

•Step 2. 개인일 경우 고객 게시판 [황금피켈, 모집] 을 이용합니다.

•Step 3. 인원이 충족될 경우(2인 이상) 본사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인원모집

•세부 일정 등이 정해질 경우 본사 ㈜유라시아트렉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개인 준비물을 제외한 항공 / 식량 / 장비 / 현지 / 비자 등 모든 사항을 진행합니다. 
출발준비

•모든 일정은 인솔자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현지와 본사와의 연락망은 항시 열려 있습니다.

•현지 상황 판단은 요구를 최대한 수령하되, 전문 셀파(가이드/본사 직속)에 의해 최

종 결정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해 부탁 드립니다. 

•현지 진행 상황은 긴급 /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별로 본사로 보고 됩니다. 

현지

프로그램진행은 인솔자가 본사에서나가지 않는경우, 현지와본사의커뮤니케이션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본사에서 인솔자가같이 움직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가격 프로그램가격은 인원에 따라차등 적용되며하단의 상세프로그램 안내를

참조하시면됩니다. 

프로그램 1, 2번 1번 파키스탄프로그램과 2번 티벳프로그램은 본사에서매년 진행하는프

로그램으로본사에서 전문 등반인솔자가 함께진행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상품인만큼 일정을 확인하신 후일정에 맞춰참여 부탁드립니다.

14좌 BC 개인창 고객게시판 [황금피켈] 고객란은 개인공간으로 현재고객님께서 진행한

14좌 상황을확인할 수 있도록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게시판

내공지사항은 참조 하십시오. 

프로그램예약 프로그램예약은 최소 출발일 3개월 전까지해주셔야 합니다. 



 왕복국제선항공료 & Tax(이코노미)

 국내선항공항공료 & Tax

 전일정숙박 / 식사 / 차량

 트레킹전용카고백 (100L)

 개인장비, 개인경비, 개인행동식

요금포함

세부내역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불포함

본사정보

 현지 스텝 임금 & 보험 & 장비

 국립공원 입산료 & TIMS 발급

 해외여행자 보험

 네팔 비자 비용

 현지 스태프 팁 (기간 별로 상이)

본사계좌 외환은행 630-006755-324 / ㈜유라시아트렉

대표이메일 E-mail : trek114@naver.com

주소
서울시종로구사직로 8길 34 (내수동 72번지 )

경희궁의아침 3단지오피스텔 1017호㈜유라시아트렉

14좌베이스캠프공통사항



본상품은일반패키지가아닌특수프로그램으로 예약후취소시특별약관에의한 수수료가부과될수

있습니다.

귀국일을변경하실경우미리연락을주시고, 별도로예약을진행합니다.

항공권발권후여행취소시, 취소수수료를부담하셔야합니다. 항공권발권은평균,여행 3달전입니다.

환율적용은예약마감일기준환율이며, 급격한환율/유가변동시여행비가변경될수있습니다. 

여행중부주의, 실수또는천재지변으로인한상해, 사망사고가있을수있으며, 현지사정(정부차원, 천

재지변, 급격한기상변동등)으로예정된일정이변경또는취소될수있습니다. 

본사또는인솔자(가이드)의통제범위를벗어난사건사고의경우본사에게는책임이없습니다. 

참가자의개인사정(질병, 업무등)으로일정의변경, 연장또는조기귀국등으로여행일정을전부소화

하지못하였더라도경비책임은당사자에있으며, 여행비용반환은불가합니다. 

항공권발권후항공취소시각프로그램별항공권취소수수료가부과됩니다.

해당프로그램은은예약후취소시취소수수료가부과됩니다. 신중히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행출발일 91일 – 61일전취소시 : 여행경비의 10% 취소수수료부과

여행출발일 60일 – 31일전취소시 : 여행경비의 30% 취소수수료부과

여행출발일 30일 – 02일전취소시 : 여행경비의 50% 취소수수료부과

여행출발일 01일 – 당일취소시 : 여행경비의 100% 취소수수료부과

행사규정

(특별약관)

취소규정

(특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