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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북부 고원 지대, 시에라네바다 델 코쿠이

남미 콜롬비아의 고원 지대, 해발 4200미터 안데스 산맥에 자리한 호수 라구나 데 라 플라사. 

시에라네바다 델 코쿠이 국립공원을 집이라 부르는 우와 인디오들이 성지(聖池)라 여기는 곳이다. 

현재는 새 공원관리법에 따라 일부 트레킹 코스가 폐쇄되었지만, 해발 5000미터가 넘는 12개의 봉우리는 

여전히 여행자들에게 열려 있다. 콜롬비아 지역 안데스 산맥 풍광을 화보에 담았다. 글 케빈 라우브 사진 장 로베르

a morning fog lifts off the sacred waters of Laguna de la plaza, held in mystical  
reverence by the U’wa people, who call Colombia’s Sierra Nevada del Cocuy home. 
One of South America’s most beautiful lakes, it sits at an altitude of 4,200m in the 

Andean national park for trekking. New park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Güicán-El 
Cocuy Circuit Trek mean the lagoon is currently inaccessible, but at least 12 peaks 

over 5,000m remain open to visitors. By Kevin Raub Photographs by Jean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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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너머 해발 4500미터에 위치한 라구나 그란데 데 라 시에라 호수로 

가는 길. ‘파소 델 코네호’라고 부르는 이 길 주변엔 강줄기를 따라 늘어선, 

남미 열대 지역의 고원인 파라모의 토종 식물 프라일레혼이 지천이다. 

바예 데 라구니야스에서 라구나 그란데 데 라 시에라까지 가는 4일짜리 트레킹 

코스인 파소 델 코네호는 요즘 이곳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로 꼽힌다.  

Paso del Conejo The Paso del Conejo is just a hop, skip and  
a jump on the way to Laguna Grande de la Sierra (4,500m), amid 
rivers flanked by endemic frailejónes, one of the most telling 
features of the páramo ecosystem. The four-day Paso del Conejo 
circuit, which crosses from Valle de Lagunillas to Laguna Grande 
de la Sierra, is now one of the park’s top draws for treks.



열대 고원 식물 바예 데 라구니야스는 해발 3000미터와 5000미터 사이 

신열대구 고산평원 생태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다. 과학자들이 토탄 늪과 습지 초원이 군데군데 관목림과 수풀 사이에 

뒤섞인 열대 고원을 진화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Páramo Potpourri The Valle de Lagunillas is one of the   
best places to observe the unique páramo, a neotropical, 
high-mountain-plains ecosystem found only between 3,000m and 
5,000m. Characterized by peat bogs and wet grasslands mixed 
among shrublands and forest patches, the páramo’s diversity is 
considered an evolutionary hotspot by many scientists.



계곡 아래 풀피토 델 디아블로로 향하는 길에서 내려다본 바예 데 라구니야스. 

이 진경(珍景)을 보기 위해서는 고소(高所) 적응부터 해야 한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 산기슭 쉼터에서 고소 적응 시간을 갖는다. 방문 적기는 12월에서 2월이다.

The Valley Below The view down to the Valle de Lagunillas  
from the path to Púlpito del Diablo is one of the park’s most jaw- 
dropping vistas, but be sure to acclimatize before setting out on 
this day trek, which reaches heights of over 5,000m. Many choose 
to spend a day or two at one of the many rustic cabins at the base 
of the mountains. The best time of year to visit the park is 
December to February, when weather is reasonably clement.



정상을 향해 해발 5000미터가 넘는 봉우리 중 하나이며 빙하로 덮인  

판 데 아수카르에 오르려는 여행객은 그전에 풀피토 델 디아블로, 

즉 ‘악마의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바위를 만나야 한다. 2013년에는 

1만 4000명 이상의 등산객과 산악인이 악마의 연단 앞에 섰다.

The Devil’s Due As trekkers prepare to summit the 
glacier-topped Pan de Azúcar (5,120m), just one of the park’s  
many peaks over 5,000m, they will soon be privy to no-filter-
necessary views of the massive rock formation known as  
Púlpito del Diablo (5,100m), or the Devil’s Pulpit. In 2013,   
over 14,000 trekkers and mountaineers heeded this call.



악마의 연단 해발 5120미터 판 데 아수카르에서 바라본 풀피토 델 디아블로의 

모습. 전설에 따르면 이 거대한 바위덩어리에 ‘악마의 연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정상에 눈이 쌓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풀피토 델 디아블로의 정상에 서면 

발 아래로 라구나 그란데 데 라 시에라의 거대한 호수가 흐르고 북쪽 주변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3060제곱킬로미터의 장대한 시에라네바다 델 

코쿠이 국립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람대인 셈이다.

Eyes on the Pulpit Púlpito del Diablo is one of the park’s most 
iconic images, shown here as seen from Pan de Azúcar. According 
to legend, it was thus named because it has never snowed on top. 
Postcard-perfect views of Laguna Grande de la Sierra below and 
many of the major northern peaks are laid out before you from this 
massive rock’s summit, no doubt one of the most majestic spots 
for a grand overview of much of the park’s magnificent 306,0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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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IR NAVIGATION

 ●GETTING ThERE There 
are no direct flights from Los 
Angeles to Bogotá, but you 
have the choice of a handful of 
gateway cities for a connection, 
including Salt Lake City, 
Dallas/Fort Worth, Miami, 
Mexico City, Panama City and 
San Salvador, among others. 
From São Paulo, there are 
at least three daily direct flights 
to Bogotá. Once you arrive in 
the Colombian capital, 
you can rent a car. It is a 
gorgeous drive that ascends 
through the pastoral peaks and 
valleys of the department of 
Boyacá — or you can tackle 
the approximately 300km to 
the park’s two gateway villages, 
Güicán and El Cocuy, on one of 
nearly 10 daily buses.

 ●CAPITAL Bogotá is the 
pulsing heart of Colombia, 
narrowly perched high in the 
Andean clouds at 2,640m, 
surrounded by peaks in all 
directions. Bogotanos, 
as the city’s more than 
7 million inhabitants are known, 
are a cultured lot — their lives 
steeped in the high-altitude 
urban cool of the city’s cafes, 
museums (nearly 60 in total) 
and restaurants. The city’s 
historic cradle, La Candalaria, 

boasts some of South 
America’s most well preserved 
Spanish buildings, an 
atmospheric colonial cocktail 
of 300-year-old homes, 
churches and convents. 

 ●GATEwAy Cocuy 
National Park is accessed 
via two rival gateway villages, 
Güicán and El Cocuy. 
El Cocuy is the postcard 
choice, with its uniform 
whitewashed/sea green- 
trimmed colonial architecture 
and the most infrastructure for 
travelers, including plenty of 
hotels, guesthouses, cabins 
and restaurants. Güicán, 
on the other hand, is not as 
easy on the eyes, but it is the 
closest entry point into the 
mountains of the park. From 
the town, it is a five-hour hike 
straight up to the beginning of 
the northern trails. In either 
village, you must register your 
itinerary with the respective 
Cocuy National Park offices, 
prove or buy insurance 
coverage and foreigners must 
pay a park admission fee of 
COP$50,000 (about US$21).

대한항공은 로스앤젤레스로 매일, 댈러스로 주 4회, 상파울루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Los Angeles daily, Dallas/Ft worth four times,  
and São Paulo three times a week.

 ●찾아가는 길 로스앤젤레스에서 

보고타까지 직항편이 없지만 

솔트레이크시티나 댈러스, 

마이애미, 멕시코시티, 파나마시티, 

산살바도르를 비롯한 여러 중간 

기착지 중에 선택하여 여정을 

짤 수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보고타까지는 하루 최소 3회의 

직항편이 운항된다. 보고타에 

도착하면 자동차를 빌리는 게 좋다. 

시에라네바다 델 코쿠이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보야카 계곡의 목가적인 풍경을 

눈에 담으며 즐기는 드라이브 

맛이 각별하다. 렌터카 외에  

하루 10회 정도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300킬로미터를 이동해 

시에라네바다 델 코쿠이 국립공원의 

관문 격인 구이칸이나 엘 코쿠이 

마을에 갈 수 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는 

콜롬비아의 활기찬 수도로서, 

사방이 봉우리로 둘러싸인 

해발 2640미터 안데스 고산 

지대의 구름 속에 자리하고 있다. 

보고타에 거주하는 700여 만 

주민들은 문화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로, 이 고산 도시에는 

60개나 되는 박물관과 수많은 

카페, 레스토랑이 있다. 보고타의 

역사적 요람인 라 칸달라리아는 

남미에서 스페인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구 중 하나로 

300여 년 된 주택과 교회가 있다.

 ●코쿠이의 관문 시에라네바다 

델 코쿠이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구이칸과 엘 코쿠이 

마을이다. 그중 전형적인 

관광 엽서 속 풍광 같은 경치를 

자랑하는 엘 코쿠이는 흰색과 

청록색의 식민지풍 건물과 

여행자 편의시설이 많은 곳이다. 

반면 구이칸은 시설이 많지

않지만 시에라네바다 델 코쿠이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입구다. 구이칸에서 

코쿠이 국립공원 북쪽 트레일의 

시작점까지는 도보 5시간 거리다. 

두 마을 중 어느 곳에서든 여행객은 

국립공원 사무소에 자신의 일정을 

등록하고, 보험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새로 보험에 가입하고, 공원 입장료 

5만 콜롬비아 페소(한화 약 2만 

5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판 데 아수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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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www.kaltour.com

são paulo

Sierra Nevada
del Cocuy

Dallas/Ft worth

Los ange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