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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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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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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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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wdr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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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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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