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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등산스틱’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등산스틱은 산행 시 급경사나 미끄러운 지형에서 쉽게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고,
체중을 분산시켜 관절을 보호해 주는 대표적인 레저용품으로 소비자들이 애용

하는 품목이지만,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등산스틱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 제품특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등산스틱 구조]

시험결과, 등산스틱의 주요 성능인 편심하중* 강도,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손목걸이 하중 강도는 1개 제품이 준용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겉모양 및 구조, 바스켓 하중 강도, 내구성 등은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을

충족했고 특히, 2013년에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지적된 주요 성능(편심하중)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개선 2013년 : 평균 279 N  →  2020년 : 평균 409 N

* (편심하중) 등산스틱의 기본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주요 성능으로, 스틱이 영구적으로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하중

** (준용기준) 국내에는등산스틱기준이없어, 해외기준(독일표준협회및일본제품안전협회)을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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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능인 편심하중 강도와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제품별로 차이 있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 2013년 시험·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편심하중은 평균 279 N*에서 

409 N으로 개선되는 등 주요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품별 수준 차이는 있었다.

* N = 힘의 단위이며, 10 N은 약 1 kg의 물체가 중력으로 누르는 힘

ㅇ (편심하중 강도) 등산스틱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7개 제품은 ‘양호’로 

평가됐다.

ㅇ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사용 중 길이조절부가 눌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수직하중을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7개 제품은

‘양호’로 평가됐다.

☐ 손목걸이 하중 강도, 1개 제품에서 풀림 현상 발생해 (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ㅇ (손목걸이 하중 강도) 손목걸이가 풀리거나 끊어지지 않는 강도를 시험한 

결과, 콜핑(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제품의 손목걸이는 350 N 이하의 

하중에서 풀림 현상이 발생해 준용기준*에 미달했다.

* 독일 표준협회 기준(DIN 79016)

   

[ 주요 성능 평가결과 ]

브랜드명 제품명 편심하중
강도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손목걸이 하중 
강도

네파 몬스 보급형 3단 쌍스틱 ★★ ★★★ ○
노스페이스 3스텝 스틱 세트 ★★★ ★★★ ○

레키 져니 라이트 AS ★★ ★★★ ○
마운티아 다이나믹 3단 스틱 ★★ ★★ ○

몽벨 3단 스틱 SET ★★ ★★ ○
밀레 헬리움 3단 130 ★★★ ★★★ ○

버팔로 산티아고 플릭락 등산스틱 ★★ ★★ ○
블랙다이아몬드 트레일 익스플로러 3 폴 ★★★ ★★ ○

블랙야크 베이직 두랄3단 SET스틱 ★★★ ★★ ○
케이투(K2) 비기너 3단 쌍스틱 ★★★ ★★ ○

코오롱스포츠 SUNNY 두랄루민 3단 스틱 SET ★★★ ★★★ ○
콜핑 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 ★★★ △주

트렉스타 어코드 3단스틱 ★★ ★★ ○
★★★ : 상대적 우수 ★★ : 양호 ★ : 보통 ○ : 준용기준 적합 △ : 준용기준 부적합
주. 손목걸이 풀림 현상이 발생

ㅇ (기타 성능) 바스켓 하중 강도, 내구성은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 일본 제품안전협회 기준(CPSA 0125) 및 독일 표준협회 기준(DIN 7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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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특성 및 가격, 제품별로 차이 있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9~10페이지) 

ㅇ (무게)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209 g에서 최대 262 g 수준이며, 레버 잠금방식인

3개 제품*(평균: 262 g)이 회전 잠금방식 제품(평균: 221 g)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웠다.

* 레키(져니라이트AS), 버팔로(산티아고플릭락등산스틱), 블랙다이아몬드(트레일익스플로러3 폴)

ㅇ (사용길이) 제품별 사용길이는 최소 58 cm ~ 68 cm, 최대 127 cm ~ 135 cm
범위로,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했다.

ㅇ (기타 제품특성) 9개 제품*이 충격흡수(안티쇽) 기능이 있었고, 제품별로 제공

하는 구성품(팁 보호캡, 스틱가방 등)에 차이가 있었다.

* 노스페이스(3스텝 스틱 세트), 레키(져니 라이트 AS), 마운티아(다이나믹 3단 스틱), 몽벨(3단 스틱
SET), 밀레(헬리움 3단 130), 버팔로(산티아고 플릭락 등산스틱), 블랙야크(베이직 두랄3단 SET스틱),
코오롱스포츠(SUNNY 두랄루민 3단스틱 SET), 트렉스타(어코드 3단스틱)

ㅇ (제품가격) 2개(세트) 가격 기준으로 31,800원에서 129,000원까지 최대 4.1배 

차이가 있었다.

☐ 안전성 및 표시사항,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을 충족해 (세부내용, 붙임자료 8, 10페이지)

ㅇ (겉모양 및 구조) 스틱의 표면 상태, 조립 이상여부 등의 구조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 독일 표준협회 기준(DIN 79016)

ㅇ (표시사항)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에서 요구하는 업체명, 제품 유형, 사용길이,
제품 사용지침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등산스틱 주요 시험·평가 결과
2. 등산스틱 종합결과표
3. 등산스틱 사용·관리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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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등산스틱 주요 시험·평가 결과

1  시험대상 제품

□ 소비자 설문조사1)를 바탕으로 시험대상 업체 및 제품(13개 업체, 13종) 선정

ㅇ (제품 유형) 2017년 이후 출시된 제품 중 보유율이 높은 일자형 손잡이,
두랄루민(알루미늄 합금) 소재, 최대길이(표시 기준) 130 cm 이상, 길이조절 3단 

ㅇ (제품 가격) 1개당 구입가격이 1만원 초과 ~ 7만원 이하*인 제품

* 설문조사 결과, 해당 구입가격 응답률이 71.2%를 차지함.
※ 동일 업체에서 다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최신 제품 또는 무게가 가벼운 제품 순으로 선정

[등산스틱 구조]

[ 등산스틱 시험대상 제품 ]

브랜드(업체)명 제품(모델)명 제조국 구입가격
[원/세트]*

네파
(네파㈜)

몬스 보급형 3단 쌍스틱
(7GC9001) 한국 99,000

노스페이스
(㈜영원아웃도어)

3스텝 스틱 세트
(NA5SK01) 한국 81,150

레키
(㈜메드아웃도어)

져니 라이트 AS
(6492183) 체코 129,000

마운티아
(㈜동진레저)

다이나믹 3단 스틱
(2MQSTX9902) 한국 **52,450

몽벨
(㈜엠비케이 코퍼레이션)

3단 스틱 SET
(ML5CAUJT201) 중국 58,380

밀레
(㈜밀레)

헬리움 3단 130
(MXMXI901) 한국 **102,060

버팔로
(㈜비에프엘)

산티아고 플릭락 등산스틱
(AST0010-1) 중국 **31,800

블랙다이아몬드
(㈜블랙다이아몬드코리아)

트레일 익스플로러 3 폴
(BD112229) 대만 78,010

블랙야크
(㈜비와이엔 블랙야크)

베이직 두랄3단 SET스틱 
(2BYSTX0904) 한국 74,500

케이투(K2)
(케이투코리아㈜)

비기너 3단 쌍스틱 
(KUA20T07) 한국 61,230

코오롱스포츠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SUNNY 두랄루민 3단 스틱 SET 
(KEMBX20111OTX) 한국 123,000

콜핑
(㈜콜핑아이씨티)

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XFI2077U) 이탈리아 **110,000

트렉스타
(㈜트렉스타)

어코드 3단스틱
(OZ-AT01803) 중국 34,900

  * 2020년 4월 온라인 쇼핑몰 구입가격임.
 ** 낱개판매 제품으로 세트(2개) 가격 계산

1) 최근 3년 이내 등산스틱을 구입 또는 선물 받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한국소비자원,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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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소비자 설문조사, 관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평가 항목을 선정

[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시험·평가 항목 시험·평가 내용 시험·평가 방법

품질 
및 

안전성

겉모양 및 구조 외관상 돌출부, 거친 표면, 마감상태 등 확인

독일 표준협회
DIN 79016주1) 

준용

편심(偏心) 하중 
강도

편심하중에 의하여 제품이 영구변형·파손되기 
전까지 버티는 하중 확인
(등산스틱 중심에서 10 mm 떨어진 위치에 하중을 가함)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수직압축 하중에 의하여 길이조절부가 눌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하중 확인

손목걸이 하중 
강도

손목걸이를 당겼을 때 헐거워짐, 흔들림 등 
변형 없이 버틸 수 있는 하중 확인

내구성 수직압축 하중의 반복(10만회)에 따른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 여부 확인

바스켓 하중 
강도

바스켓에 수직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젖혀지거나 
파손되기까지의 하중 확인

일본 
제품안전협회
CPSA 0125주2) 

준용

제품
특성

사용길이 제품의 사용가능 길이(최소-최대) 측정

확인시험

직경 제품의 단수별(상단-중단-하단) 직경 측정

무게 제품의 무게 측정

잠금방식 제품별 길이조절부 잠금방식 확인

보유기능
및 기타사항 안티쇽 기능 및 구성품 등 확인

표시사항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주1) Hiking, trekking, walking and touring ski pol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하이킹, 
트레킹, 워킹 및 투어링 스키 폴-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주2) トレッキング用ポールの認定基準及び基準確認方法(트레킹용 폴의 인정기준 및 기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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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평가(요약)

편심하중 강도,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등의 주요 성능과 무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ㅇ 노스페이스(3스텝 스틱 세트) 제품은 주요 성능인 편심하중 및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겉모양 및 구조, 기타 성능에서도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무게(228g)는 평균(231g)보다 가벼운 수준이었고, 충격흡수 기능이 

있었다. 구입 가격(81,150원)은 평균(79,652원)보다 비쌌다.

ㅇ 케이투(비기너 3단 쌍스틱) 제품은 주요 성능 중 편심하중 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는 ‘양호’했으며 겉모양 및 구조, 기타 

성능은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무게(214g)는 두 번째로 가벼웠으며, 구입 

가격(61,23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다.

ㅇ 트렉스타(어코드 3단스틱) 제품은 편심하중 및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가 모두 

‘양호’했고, 겉모양 및 구조, 기타 성능은 준용기준을 충족했으며 충격흡수 

기능이 있었다. 무게(209g)는 가장 가벼웠으며, 구입가격(34,900원)은 두 번째로 

저렴했다.

ㅇ 네파(몬스 보급형 3단 쌍스틱) 제품은 주요 성능 중 편심하중 강도가 

‘양호’했고,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는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겉모양 및 

구조, 기타 성능은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무게(215g)는 세 번째로 가벼웠으며 

구입 가격(99,000원)은 평균(79,652원)보다 비쌌다.

ㅇ 콜핑(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제품은 주요 성능 중 편심하중 강도가 

‘양호’했고,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는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겉모양 및 구조,

기타 성능(바스켓 하중 강도·내구성)은 준용기준을 충족했으나, 손목걸이 하중 

강도는 준용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구입 가격(110,000원)은 세 번째로 비쌌다.



- 7 -

4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품질 및 안전성가

□ (주요 성능) 편심하중 강도 및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ㅇ (편심하중 강도) 등산스틱이 사용 중 부러지거나 영구 변형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7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 편심하중 강도는 샤프트를 제품별 최대 길이로 고정을 하고, 스틱 

중앙에서 10 mm 떨어진 편심 위치에 하중(N*)을 가하는 시험으로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 N = 힘의 단위이며, 10 N은 약 1 kg의 물체가 중력으로 누르는 힘
** 독일 표준협회 기준(DIN 79016)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등산스틱 품질 시험·평가 결과 대비, 편심하중 강도는 
전체적으로 향상됨. 

  ※ 편심하중 강도 : 279 N (’13년, 시험대상 12개 제품 평균) → 409 N (’20년, 시험대상 13개 제품 평균)

ㅇ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등산스틱의 길이조절부가 눌려 들어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7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는 샤프트를 제품별 최대 길이로 고정을 하고, 스틱 

중앙에 하중(N)을 가하는 시험으로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 독일 표준협회 기준(DIN 79016)

[ 주요 성능 평가결과 ]
브랜드명 제품명 편심하중 강도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네파 몬스 보급형 3단 쌍스틱 ★★ ★★★

노스페이스 3스텝 스틱 세트 ★★★ ★★★

레키 져니 라이트 AS ★★ ★★★

마운티아 다이나믹 3단 스틱 ★★ ★★

몽벨 3단 스틱 SET ★★ ★★

밀레 헬리움 3단 130 ★★★ ★★★

버팔로 산티아고 플릭락 등산스틱 ★★ ★★

블랙다이아몬드 트레일 익스플로러 3 폴 ★★★ ★★

블랙야크 베이직 두랄3단 SET스틱 ★★★ ★★

케이투(K2) 비기너 3단 쌍스틱 ★★★ ★★

코오롱스포츠 SUNNY 두랄루민 3단 스틱 SET ★★★ ★★★

콜핑 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 ★★★

트렉스타 어코드 3단스틱 ★★ ★★
★★★ : 상대적 우수   ★★ : 양호   ★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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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성능) 손목걸이 하중 강도, 1개 제품이 준용기준에 미달

ㅇ (손목걸이 하중 강도) 콜핑(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제품은 350 N 이하의 

하중에서 손목걸이 풀림 현상이 발생하여 준용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독일 표준협회 기준(DIN 79016)

ㅇ (바스켓 하중 강도) 등산스틱이 낙엽이나 바위, 돌 틈 사이로 깊게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부품인 바스켓이 쉽게 파손되지 않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750 N)*을 충족했다.

* 일본 제품안전협회 기준(CPSA 0125)

ㅇ (내구성) 등산스틱을 최대 길이로 고정하고, 250 N의 하중으로 10만회 반복하여 

내구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 

준용기준*을 충족했다.

* 독일 표준협회 기준(DIN 79016)

[ 기타 성능 평가결과 ]

브랜드명 제품명 손목걸이 하중 
강도

바스켓 하중 
강도 내구성

네파 몬스 보급형 3단 쌍스틱 ○ ○ ○

노스페이스 3스텝 스틱 세트 ○ ○ ○

레키 져니 라이트 AS ○ ○ ○

마운티아 다이나믹 3단 스틱 ○ ○ ○

몽벨 3단 스틱 SET ○ ○ ○

밀레 헬리움 3단 130 ○ ○ ○

버팔로 산티아고 플릭락 등산스틱 ○ ○ ○

블랙다이아몬드 트레일 익스플로러 3 폴 ○ ○ ○

블랙야크 베이직 두랄3단 SET스틱 ○ ○ ○

케이투(K2) 비기너 3단 쌍스틱 ○ ○ ○

코오롱스포츠 SUNNY 두랄루민 3단 스틱 SET ○ ○ ○

콜핑 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주 ○ ○

트렉스타 어코드 3단스틱 ○ ○ ○
○ : 준용기준 적합   △ : 준용기준 부적합
주. 손목걸이 풀림 현상이 발생

□ (구조 안전성) 모든 제품, 겉모양 및 구조 안전성에 이상 없어

ㅇ 구조적 안전요건(손목걸이 너비, 팁 최소면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돌기 유무, 표면 상태, 조립 이상여부 등에서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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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특성나

□ 제품별로 사용길이, 무게 등에 차이 있어

ㅇ (무게) 등산스틱은 등산을 위해 이동하거나 등산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
휴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벼운 제품을 선호한다. 바스켓을 

포함한 무게는 209 g ~ 262 g 수준이었고, 길이조절부가 레버* 잠금방식인 

레키(져니 라이트 AS) 등 3개 제품(평균: 262 g)이 회전** 잠금방식 제품(평균:

221 g)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웠다.

* 샤프트에 부착된 레버를 닫으면 잠기고, 열면 풀리는 방식

** 샤프트의 회전과 부품 마찰력을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반대로 돌리면 풀리는 방식

ㅇ (사용길이) 길이 조절이 가능한 등산스틱은 휴대·보관이 편리하고, 사용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제품별로 사용 길이를 측정한 결과,
팁 보호캡을 제외한 최소길이는 58 cm ~ 68 cm, 최대길이는 127 cm ~ 135 cm
범위로 나타났다.

ㅇ (잠금방식) 길이조절부 잠금방식은 10개 제품이 회전 방식, 3개 제품이 

레버 방식이었다.

ㅇ (직경) 제품 단수별 샤프트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 블랙다이아몬드(트레일 

익스플로러 3 폴) 제품이 18-16-14(상단-중단-하단) mm, 나머지 12개 제품은 

16-14-12 mm로 나타났다.

[ 제품 제원 및 잠금방식 ]

브랜드명 제품명
제원 잠금

방식사용길이[cm]
(최소-최대)

직경[mm]
(상단-중단-하단)

무게[g]

네파 몬스 보급형 3단 쌍스틱 61-130 16-14-12 215 회전

노스페이스 3스텝 스틱 세트 59-130 16-14-12 228 회전

레키 져니 라이트 AS 68-134 16-14-12 262 레버

마운티아 다이나믹 3단 스틱 60-131 16-14-12 215 회전

몽벨 3단 스틱 SET 63-129 16-14-12 220 회전

밀레 헬리움 3단 130 59-129 16-14-12 231 회전

버팔로 산티아고 플릭락 등산스틱 63-130 16-14-12 262 레버

블랙다이아몬드 트레일 익스플로러 3 폴 58-130 18-16-14 262 레버

블랙야크 베이직 두랄3단 SET스틱 59-130 16-14-12 228 회전

케이투(K2) 비기너 3단 쌍스틱 61-130 16-14-12 214 회전

코오롱스포츠 SUNNY 두랄루민 3단 스틱 SET 59-129 16-14-12 230 회전

콜핑 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63-135 16-14-12 222
(241*) 회전

트렉스타 어코드 3단스틱 62-127 16-14-12 209 회전
* 추가 제공된 스노우바스켓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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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별로 충격흡수(안티쇽) 기능 보유 여부, 추가 구성품에 차이 있어

ㅇ (안티쇽) 스틱 사용 시 신체에 전해지는 충격흡수 효과를 목적으로 9개 

제품이 손잡이, 길이조절부, 팁 부분 등에 안티쇽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ㅇ (구성품) 12개 제품이 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날카로운 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팁 보호캡, 5개 제품이 휴대용 스틱가방, 1개 제품은 

눈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노우바스켓을 제공했다.

ㅇ (표시사항) 등산스틱 관련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국내 규정은 없으나, 모든 

제품이 준용기준*에 명시된 업체명·제품 유형, 사용길이, 제품 사용지침 등의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독일 표준협회 기준(DIN 79016)

[ 기타 제품특성 및 표시사항 ]

브랜드명 제품명
기타 제품특성

표시사항안티쇽
(충격흡수)

구성품

네파 몬스 보급형 3단 쌍스틱 — ㉠ O

노스페이스 3스텝 스틱 세트 O ㉠㉡ O

레키 져니 라이트 AS O ㉠㉡ O

마운티아 다이나믹 3단 스틱 O ㉠ O

몽벨 3단 스틱 SET O ㉠㉡ O

밀레 헬리움 3단 130 O ㉠ O

버팔로 산티아고 플릭락 등산스틱 O ㉠ O

블랙다이아몬드 트레일 익스플로러 3 폴 — — O

블랙야크 베이직 두랄3단 SET스틱 O ㉠ O

케이투(K2) 비기너 3단 쌍스틱 — ㉠ O

코오롱스포츠 SUNNY 두랄루민 3단 스틱 SET O ㉠㉡ O

콜핑 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 ㉠㉢ O

트렉스타 어코드 3단스틱 O ㉠㉡ O

○ : 해당기능 있음, 준용기준 적합   ― : 해당없음   
<구성품>  ㉠ 팁 보호캡  ㉡ 스틱가방  ㉢ 스노우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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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브랜드(업체)명 제품사진 제품(모델)명

품질 및 안전성 제품특성

표시
사항

제조국
구입가격
[원/세트]
<주3>

겉모양·
구조

편심하중 
강도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기타 성능
(손목걸이· 바스켓 

하중 강도, 
내구성)

사용길이
[cm]

(최소-최대)

직경
[mm]

(상단-중단-하단)

무게
[g]

<주1>

잠금 
방식

안티쇽
(충격흡수)

구성품
<주2>

네파
(네파㈜)

몬스 보급형 3단 쌍스틱
(7GC9001) O ★★ ★★★ O 61-130 16-14-12 215 회전 — ㉠ O 한국 99,000

노스페이스
(㈜영원아웃도어)

3스텝 스틱 세트
(NA5SK01) O ★★★ ★★★ O 59-130 16-14-12 228 회전 O ㉠㉡ O 한국 81,150

레키
(㈜메드아웃도어)

져니 라이트 AS
(6492183) O ★★ ★★★ O 68-134 16-14-12 262 레버 O ㉠㉡ O 체코 129,000

마운티아
(㈜동진레저)

다이나믹 3단 스틱
(2MQSTX9902) O ★★ ★★ O 60-131 16-14-12 215 회전 O ㉠ O 한국 <주4>52,450

몽벨
(㈜엠비케이 
코퍼레이션)

3단 스틱 SET
(ML5CAUJT201) O ★★ ★★ O 63-129 16-14-12 220 회전 O ㉠㉡ O 중국 58,380

밀레
(㈜밀레)

헬리움 3단 130
(MXMXI901) O ★★★ ★★★ O 59-129 16-14-12 231 회전 O ㉠ O 한국 <주4>102,060

버팔로
(㈜비에프엘)

산티아고 플릭락 등산스틱
(AST0010-1) O ★★ ★★ O 63-130 16-14-12 262 레버 O ㉠ O 중국 <주4>31,800

블랙다이아몬드
(㈜블랙다이아몬드

코리아)

트레일 익스플로러 3 폴
(BD112229) O ★★★ ★★ O 58-130 18-16-14 262 레버 — — O 대만 78,010

블랙야크
(㈜비와이엔 
블랙야크)

베이직 두랄3단 SET스틱 
(2BYSTX0904) O ★★★ ★★ O 59-130 16-14-12 228 회전 O ㉠ O 한국 74,500

케이투(K2)
(케이투코리아㈜)

비기너 3단 쌍스틱 
(KUA20T07) O ★★★ ★★ O 61-130 16-14-12 214 회전 — ㉠ O 한국 61,230

코오롱스포츠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SUNNY 두랄루민 3단 스틱 SET 
(KEMBX20111OTX) O ★★★ ★★★ O 59-129 16-14-12 230 회전 O ㉠㉡ O 한국 123,000

콜핑
(㈜콜핑아이씨티)

마스터즈 스틱 SUMMIT LIGHT
(XFI2077U) O ★★ ★★★ △* 63-135 16-14-12 222

(241**) 회전 — ㉠㉢ O 이탈리아 <주4>110,000

트렉스타
(㈜트렉스타)

어코드 3단스틱
(OZ-AT01803) O ★★ ★★ O 62-127 16-14-12 209 회전 O ㉠㉡ O 중국 34,900

[기호의 표시]

★★★: 상대적 우수  ★★: 양호  ★: 보통 <주1> 스틱+바스켓 △* 손목걸이 하중 강도 준용기준 부적합, 바스켓 하중 강도 · 내구성 적합

O : 준용기준 적합, 해당기능 있음 <주2> ㉠ 팁 보호캡 ㉡ 스틱가방 ㉢ 스노우바스켓 ** 스노우바스켓 장착

△ : 준용기준 부적합 <주3> 2020년 4월 온라인 쇼핑몰 구입가격임.

— : 해당없음 <주4> 낱개판매 제품으로 세트(2개) 가격 계산 ※ 본 시험결과는 해당제품에 한함.

등산스틱 종합결과표등산스틱 종합결과표등산스틱 종합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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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등산스틱 사용·관리방법등산스틱 사용·관리방법등산스틱 사용·관리방법

 등산스틱의 효과적인 사용요령

 □ 길이조정 및 잠금

  ・ 표시된 최대길이(STOP 라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이를 조정한다.

  ・ (회전식) 상단부를 고정하여 잡고 하단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여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어진다.

  ・ (레버식) 샤프트에 부착된 레버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서 열고, 스틱의 길이를 
적당하게 조정한 뒤 레버를 눌러서 잠근다.

 □ 손목걸이 잡는 법

  ・ 손잡이를 잡을 때 손을 아래에서 위로 손목걸이에 낀 다음 손목걸이와 손잡이를 
함께 감싸서 잡는다.

  ・ 내리막 경사지에서는 손목걸이에 손을 낀 상태로 손잡이 머리 부분과 함께 감싸서 
잡는다.

 □ 지형에 따른 스틱 길이 조정 방법

  ・ 평지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의 각도가 90°)

    - 스틱의 길이를 팔과 90°가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오르막길 (평지에서의 기준보다 짧게)

    - 스틱이 지면에 닿았을 때 너무 잡아당기는 느낌이 없도록 경사면에 따라 짧게 
조정해야 한다.

  ・ 내리막길 (평지에서의 기준보다 길게)

    - 스틱이 지면에 닿았을 때 몸이 굽어지거나 앞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면에 따라 길게 조정해야 한다.

  등산스틱 관리방법

 □ 사용한 후에는 전체를 분리하여 이물질 및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바람이 
통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 제품의 수명과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길이조절부 등을 점검한다.

 □ 사용 중 외부의 충격 등으로 형태가 변형된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리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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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스틱 취급 시 주의사항등산스틱 취급 시 주의사항등산스틱 취급 시 주의사항

 □ 등산용 스틱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사람을 끌어주거나 인명구조(당기거나 밀어주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사용자의 체형에 알맞게 스틱의 길이를 조정하고, 사용 전에 길이조절부를 

확실히 고정한다.

 □ 스틱 조작 및 사용 시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 천둥 번개 시 벼락에 주의하고, 고압선 등에 닿을 경우 감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한다.

 □ 스틱의 끝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반드시 지면을 향하게 하고, 휴대할 

때는 보호 캡을 끼운다.

 □ 스틱 끝부분의 팁 부분이 돌이나 바위 틈 사이에 끼었을 때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는다.

 □ 최상의 보행 효과를 위해 1쌍(2개)의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1개의 스틱을 사용할 경우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힘을 사용하게 되어 

몸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스틱에 무리가 가서 휘거나 

부러질 수 있다.

 □ 길이조절부 잠금장치 부분이 조여지지 않고 헛돌 경우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A/S를 받는 것이 좋다.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