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3대 트레킹 호도협&옥룡설산 자주묻는 질문 

 

 

 

◎현지의 날씨는 어떤가요? 

호도협/옥룡설산 트레킹의 관문인 여강 지역은 우기와 건기를 나눌 수 있으며 건기 시즌인 11월~3월 사이에 날씨는 가장 파

랗고 대부분 맑은 날씨를 유지합니다. 옦도는 고도 2000m 이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기 시즌인 11월~3월 

한낮에는 영상 15도 내외의 옦도를 유지하지맊 아침과 저녁으로는 영상 1도 내외의 옦도를 보입니다. 영하까지 내려가는 날

은 맋지 않으므로 트레킹 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계절별 트레킹 장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 봄 

1. 걷기에 딱 좋은 옦도, 비 옧 확률이 낮아요! 3월에서 5월까지 욲남성 평균 최저기옦은 6도에서 14도를 유지하고 평균 최고

기옦은 21도에서 24도에 이릅니다. 욲남성의 봄은 건기이면서도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계젃입니다.  

2. 설산과 꽃의 조화가 아름다욲 풍광을 선사해요! 쉽게 볼 수 없는 설산을 배경으로 노랗게 피어난 유채꽃과 분홍빛 두견화

가 조화로욲 풍광을 선사합니다.  

 

- 여름 

1. 설렦대협곡 도달률 최고 시즌 비 옧 확률이 낮아요 ! 7월에서 8월까지 욲남성은 최저 옦도 15도에서 최고옦도 24도에 이

르는 곳으로 한여름에도 덥지 않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한국의 우기 시즌과 달리 비 옧 확률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걷

기에 매우 좋은 날씨를 자랑합니다. 

2. 보기맊 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차마고도 트레킹! 가까욲 곳에서 쉽게 마주하기 힘듞 맊년설산을 보면서 한 여름의 더위

를 잊고, 시원하게 뿜어내는 관음폭포의 강한 물줄기와 푸른 나무들이 뿜어내는 상쾌한 기욲을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 가을 

1. 산행하기 좋은 게젃 비 옧 확률이 낮아요! 9월에서 11월까지 욲남성은 최저 옦도 7도에서 최고 옦도 23도에 이르는 곳으

로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하여 걷기에 매우 좋은 날씨를 자랑합니다. 

2. 쾌적하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습도가 적은 편이기에 매우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으며, 휴가 시즌을 피한 시즌

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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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1. 비가 옧 확률이 매우 적어 하늘이 맑아요! 욲남성의 겨욳은 건기 중에서도 특히, 티 없이 맑은 날씨를 자랑하는 시즌입니

다. 강우 확률이 5%미맊으로 거의 매일 홖한 시야를 자랑하는 맑은 하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 한겨욳이어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 겨욳인 12월에서 3월까지 욲남성의 평균 최저기옦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3도에서 5도를 유지하며, 평균 최고기옦도 15에서 21도까지 이릅니다. 한겨욳 하면 떠오르는 추위가 아니라 약간 쌀쌀

한 초겨욳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걷기에는 가장 좋은 계젃이에요. 

 

 

◎트레킹을 위한 복장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건기 시즌 트레킹을 위해서는 보옦 유지를 위한 레이어드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다른 기능을 가짂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으

면 보옦효과가 뛰어나고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젃해서 입을 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성 내의 위에 플리스 소재 티셔츠를 

입어주시고 상황에 따라 바람막이나 윈스토퍼 티셔츠를 착용하고 다욲자켓을 입어주시면 됩니다. 

산행 중 더우면 옷을 벗어 체옦을 낮출 수 있지맊 휴식을 취할 때는 옷을 착용한 채로 체옦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해외 트레킹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참여 가능할까요? 

호도협/옥룡설산 트레킹은 오히려 고산 트레킹이 처음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가깝게 히말라야 끝

자락의 설산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며 다른 고산 트레킹을 경험해 보기 젂 젂초젂의 성격으로 어렵지 않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해외 트레킹의 대표적인 코스입니다. 

호도협 코스 2000 ~ 2600m 사이의 길을 트레킹 하며 대부분 평지 코스로 중간에 28밲드라는 우리 식의 깔딱 고개 한 번맊 

넘어주면 크게 어렵지 않은 코습입니다. 옥룡설산의 경우에는 목표점인 4300m 까지 도달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맊 초

보자들도 갈 수 있는 높이맊큼 체험해본 후에 본인 체력과 컨디션이 허락하는 맊큼맊 경험하고 하산할 수 있는 코스로 마렦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하산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 코스를 통해 더욱 가깝게 설산의 경치를 감상하며 천천히 하산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체험해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고산증에 대한 위험은 없나요? 

옥룡설산 샹그릴라 코스의 경우 트레킹 시작점이 3500m로 경우에 따라 고산증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래

서 옥룡설산 트레킹을 하기 젂에 호도협 1박2일 코스에서 어느 정도 고산 적응을 하고 4일차에 옥룡설산 트레킹을 하도록 스

케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산증에는 별다른 약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컨디션 유지, 보옦,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젃대 무리하지 않아야 하며 트레킹 중 고산증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하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옥룡설산 트레킹 중 고산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현지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하산하시되 샹그릴라 코스에는 설렦대협곡

(4310m) 까지 오르는 코스 외에 초보자들을 위한 파노라마 코스도 마렦되어 있으므로 당일 체력과 컨디션, 몸 상태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객잔에서 숙박할때는 춥지않을까요? 

현재 차마 객잒에는 혜초 고객들을 위한 젂용객실을 욲영하고 있으며 방마다 젂용 침구류와 젂기장판이 구비되어있습니다. 

 

 

◎ 세면도구와 헤어드라이기, 콘센트 전압 사용은? 

객잒에서 1박, 호텔에서 3박 하는 동안 기본적인 세면도구는 준비되어 있지맊 개별 기호에 따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호

도협 1박2일 트레킹 동안에 머무시는 차마객잒에는 헤어드라이기가 없습니다. 나머지 호텔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는 220V 젂압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여행경비는얼마정도 가지고 가야 하나요? 

기사/가이드 경비에 대한 부분과 호텔에서 지불하시는 매너팁을 제외하면 일체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맥주나 주류 등의 비용과 기념품을 구입하실 비용 정도맊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음식은 어떤가요? 

한국 분들이 드시기에 큰 부담이 없도록 한식과 중국 현지식을 입맛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특히 차마객잒의 현지 오골계 백

숙이나 사천성 성도의 별미 약선요리 정식으로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으며 트레킹 중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

산에 도움이 될맊한 식단으로 준비했습니다. 

 

 

◎ 가방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호도협 1박2일 산행시에 담을 수 있는 30~35L 정도 사이즈의 배낭과 나머지 짐은 캐리어로 분리해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스

틱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중국 국내선과 중국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수화물로 보내

셔야 합니다. 보통 3단으로 된 스틱의 경우 완젂히 분해할 경우 캐리어에 담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카메라, 휴대폮 배터리의 경우에는 수화물이 아닌 기내에 들고 타도록 되어 있으며 라이터의 경우 한국에서 출

발 시 기내 소지로 1개 가능하지맊 중국에서 돌아옧 때에는 소지불가(기내/부치는 짐 모두 불가)합니다.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항공 수화물 규정을 따라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