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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sand
브라질 북동부 마라냥 주 해안의 렌소이스 마라녠세스 국립공원. 총면적 

155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광대한 사막 지대의 이름은 침대 시트로 사용하는 섬유 

‘리넨’의 포르투갈어에서 따왔다. 그 이름만큼이나 입자가 고운 모래언덕 너머에 아름다운 

해변과 맹그로브 숲이 있다. 우기 때는 모래언덕 사이에 짙푸른 석호가 생겨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 황량한 모래 벌판은 국립공원 서쪽의 아마존 분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글 케빈 라웁 사진 조지 스타인메츠

sand dunes stretch across the horizon inside Brazil’s Lençóis 
Maranhenses National park, a 1550sqkm expanse of wind-swept terrain 
that blankets the coast of the northeastern state of Maranhão. The rolling 
dunes resembling bed sheets (hence its portuguese name, lençóis) are 
peppered with postcard-perfect beaches, mangroves and, from March to 
september’s rainy season, cerulean freshwater lagoons that turn an 
already gorgeous scene into a surreal landscape unequaled in Brazil.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amazon Basin, which sits just outside its western 
boundaries. By Kevin Raub photographs by George steinmetz

브라질의 환상 지대, 렌소이스 마라녠세스



짙은 초목 렌소이스 마라녠세스는 연 강수량이 사하라 사막의 300배에 달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건기가 되면 초승달 모양의 사구를 형성하는 동풍이 거세게 불어와 태양열에 

끓어오르는 석호를 바싹 말려 버린다. 이 때문에 초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녹지 한뼘 

찾아보기 힘들다. 풀과 나무는 아팅스 같은 국립공원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나 볼 수 있다.

Illusions of Grandeur at first glance, the wavy, sand-strewn panorama of 
Lençóis Maranhenses appears to be a pitch-perfect desertscape, but it’s not 
actually a desert at all — annual rainfall here is 300 times that of the sahara in 
africa. But in the dry season, the eastern winds kick up, which mobilizes the 
dunes and, along with the equatorial sun, evaporates the park’s dazzling 
lagoons, preventing nearly all vegetation from taking permanent root. Green 
scenes, as a result, are a rare sight indeed, and tend to congregate around 
some of the park’s outlying villages, like the gorgeous atins.



검은 강 모래 알갱이는 1700킬로미터 길이의 파르나이바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간다. 

간혹 우기에 형성된 석호가 범람해 계절 하천이 만들어지는데, 에스페란사 호수에서 넘쳐 

나온 리우네그루 강 역시 사구를 지나 대서양을 향해 흐른다. ‘검은 강’이라 부르는 이 

모카색 강이 만들어 내는 풍경은 마치 바다의 요정이 커피를 쏟은 듯하다.

River of Rust The dunes consist of quartz grains that have eroded 
from granite and washed out from the 1,700km parnaíba River. 
sometimes a lagoon formed during the rainy season overflows, 
creating a spontaneous seasonal river like the Rio Negro, which spills 
out from Lagoa da esperança and weaves its way through the dunes. 
This spectacular display of mocha and rust gives the impression that 
psamathe, the goddess of sand beaches, has spilled her coffee.



푸른 석호 렌소이스 마라녠세스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바헤이리냐스를            

경유하는 코스다. 이곳에서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라고아 아줄이나 라고아         

보니타로 갈 수 있다.  이들 석호는 국립공원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관광 코스에서 몇 발짝만 벗어나면 사방 어디에서도 인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석호를 

발견할 수 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진짜’ 렌소이스 마라녠세스를 만나는 순간이다.

Blue Lagoon The closest gateway to Lençóis Maranhenses     
National park is via the nearby town of Barreirinhas, where four-wheel 
drive group tours are commonly offered to Lagoa azul (Blue Lagoon) 
and Lagoa Bonita (Beautiful Lagoon), two of the park’s most prominent 
lagoons. But the best way to go is a private tour, where you can step 
a few minutes off the beaten path to claim your own private piece of 
paradise: a personal blue lagoon without a sight or sound of humanity 
in any direction. It is this moment that the beautiful isolation of Lençóis 
Maranhenses comes into focus.



환상 모래 렌소이스 마라녠세스의 모래는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이 경이로운 모래 물결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브라질 영화 <모래의 집>과 인도 영화 <로봇> 모두 이곳에서 

촬영했다. 하지만 영화도 경치를 제대로 재현해 내지 못했다. 이 황무지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포착하는 방법은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길뿐이다.

Surreal Sheets The namesake “sheets” of Lençóis Maranhenses 
National park are the defining factor in what is one of the world’s most 
striking landscapes. These waves of sand move with the wind, creating a 
unique setting even the film industry can’t resist. The 2005 Brazilian film The 
House of Sand and 2010 Indian film Enthiran were filmed here, but the silver 
screen could never do these views justice. Bird’s eye views from small 
aerial flights are the best way to grasp the park’s otherworldly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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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ÃO Luís From São Paulo’s 
Guarulhos International 
Airport, domestic carriers TAM, 
Gol and Azul make the trek 
north across Brazil (from 
Campinas) to São Luís, the 
island-city capital of Maranhão 
and one of Brazil’s best 
preserved colonial cities, via 
Rio de Janeiro, Brasília, Recife 
or Fortaleza. From there, it’s a 
four-hour drive via bus or 
private transfer to Barreirinhas, 
but don’t miss São Luís’ 
historic downtown, a 
cornucopia of cobbled streets 
and 17th- to 19th-century 
colonial mansions covered in 
azulejos (decorative ceramic 
tiles) from Europe. Founded by 
the French in 1612, the city’s 
core i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carved from 
some 4,000 historic buildings. 
Many are remarkably pres-
erved while several others are 
stowed away in deep decay.
 
 ●aLcÂNTaRa This small 
town neighbor across the São 
Marcos Bay is the tranquil-
village yin to São Luís’ chaotic 
big-city yang. Even better 
preserved than São Luís, 
Alcântara, built by slave labor 
in the 17th and 19th centuries, 
was once the preferred 

getaway for the city’s rich and 
privileged. Today, some 
experts call it the most 
homogeneous group of 17th- 
and 18th-century colonial 
buildings in Brazil. It’s a living 
museum of days gone by.

 ●aTINs aND caBuRÉ If you 
want to sleep amid the dunes, 
there are no better options than 
in Atins and Caburé. Atins, a 
small village carved from dune 
vegetation along the Rio 
Preguiça, is reached by a four-
hour boat ride from 
Barreirinhas. It’s a beautiful, 
isolated village with a 
surpris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s and one fabulous 
restaurant that alone is worth 
the trip. Restaurante da Luzia 
is nothing but a sand shack in 
the middle of nowhere. You get 
what’s fresh that day, served 
up by Luzia herself. A public 
passenger boat connects Atins 
with even tinier Caburé, set on 
an idyllic sand peninsula 
between the Rio Preguiça and 
the ocean. Here, you’ll find 
nothing but a handful of inns 
and restaurants.

자세한 문의는 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www.kaltour.com

렌소이스 마라녠세스 국립공원 

Lençóis Maranhenses National Park

대한항공은 상파울루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são paulo three times a week.

 ●상루이스 탕, 골, 아줄 등 브라질 

항공사는 상파울루의 과룰료스 

국제공항에서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헤시피, 포르탈레자를 

경유해 북쪽의 상루이스로 향하는 

항공편을 운항한다. 항구 도시 

상루이스는 유럽에서 유래한 채색 

타일 아술레호스로 장식한 17세기, 

19세기 대저택과 자갈길이 가득하다. 

1612년 프랑스가 건설한 도심은 

4000채의 역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이다. 몇몇 건물은 심하게 

쇠락했지만, 많은 수의 건축물이 

여전히 훌륭한 외관을 자랑한다. 

상루이스에서 렌소이스 마라녠세스 

입구인 바헤이리냐스까지는 버스나 

승용차로 네 시간 정도 걸린다.

 ●알칸타라 상마르쿠스 만 건너편의 

작은 도시 알칸타라는 대도시 

상루이스와 달리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17세기와 19세기에 노예 

노동으로 건설했으며, 상루이스보다 

훨씬 잘 보존돼 있다. 한때는 도시의 

부유한 특권층이 선호하는 

휴가지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17세기, 18세기 식민지 시대 건축의 

본래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곳이 

알칸타라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 있는 

박물관’ 같은 도시라는 말이다.

 ●아팅스와 카부레 렌소이스 

마라녠세스의 모래언덕 사이에 

위치한 마을. 리우프레기사 강을 

따라 펼쳐진 모래언덕의 초목 

주위로 형성된 작은 마을 아팅스는 

바헤이리냐스에서 배를 타고 네 시간 

정도면 닿는다. 이 아름다운 외딴 

마을에는 훌륭한 식당이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곳까지 찾아올 

가치가 있다. 식당은 허허벌판 

한가운데 선 모래집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깜빡이며 신기루라고 

여길 만한 곳이다. 식당까지는 배나 

말, 우마차 따위를 타거나 걸어서 

가는데, 식도락가인 루지아가 

그날그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차려 

주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아팅스에서 카부레까지는 

여객선이 다닌다. 리우프레기사 

강과 대서양 사이의 모래 반도에 

위치한 카부레는 아팅스보다 작은 

마을로, 이 모래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여관과 식당 몇 곳뿐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내는 하룻밤은 

그야말로 천상의 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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