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known World

Kidepo Valley

우간다의 숨은 보석
키데포 밸리 국립 공원
우간다 최북단에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땅, 키데포 밸리 국립 공원.
남수단과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이 국립 공원의 황야는 야생 동물의 천국이자 절경이 펼쳐지는 곳으로,
소수 부족인 이크족이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Uncanny Valley

Located at the remote northern tip of the country, Kidepo Valley is Uganda’s
most isolated national park. A frontier wilderness boasting spectacular wildlife and
breathtaking landscapes, it’s also the traditional homeland of the Ik tribe.

어디선가 우르릉거리는 굉음이 났다. 그 소리를 들은 모지스

A thudding rumble fills the air. Instantly, Moses Osuna

오수나는 우리가 탄 사륜구동 자동차의 기어를 저속으로 바꾸고,

slams our Land Cruiser into low gear and accelerates

모래로 뒤덮인 강바닥에서 속도를 높여 강둑을 오르기 시작했다.

up the bank of the sandy riverbed. Moments later, a

얼마 뒤 물이 마른 키데포강의 만곡부(彎曲部) 주변, 불과 몇 미터

helicopter clatters around a bend, just a few meters above

상공에 헬기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타났고, 오수나는

the temporarily dry Kidepo River, and Osuna bursts into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갑작스레 물이 불어난 줄 알았네!”

laughter: “Ha haaaa! I heard the noise and thought it was

공원 안내원 필립 아코롱기모에와 나도 따라 웃었다. 오수나의

a flash flood!” Park guide Phillip Akorongimoe and I laugh

재빠른 대응에 감탄했음은 물론이다. 이곳은 우간다에서도 가장

too, but I’m also grateful for Osuna’s quick reflexes. I’m in

깊은 오지에 자리한 국립 공원이다. 아마도 헬기보다는 느닷없는

the remotest corner of Uganda’s most isolated national

홍수에 더 익숙한 곳이리라.

park, and flash floods seem a more likely occurrence here

키데포 밸리 국립 공원이 워낙 외진 곳에 있는 탓에 고급
사파리 투어의 경우 보통 전세기나 개인 헬기로 여행객을

than helicopter flights.
Kidepo Valley National Park is so remote that luxury

실어 나른다. 수도 캄팔라에서 키데포까지 자동차로 13시간이

safaris tend either to bring their guests in on chartered

걸렸지만, 아지랑이 일렁이는 사바나 위로 솟아오른 모룽골산이

flights or, occasionally, private helicopter tours. My road

눈에 들어오자 흥분이 밀려왔다. 나로서는 이번이 두 번째

trip up from Kampala had taken 13 hours, but the first

방문인지라, 이번 여정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중

view of Mount Morungole rising above the shimmering

한 곳을 만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savannah brought a familiar surge of excitement. This is

10년 전쯤, 우간다 국립 공원 지도 제작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키데포에 온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여행 동안

my second trip here, so I knew that the journey would be
rewarded with one of the most beautiful parks in Africa.

키데포 밸리 국립 공원은 우간다 최북단에 있다. 고급 사파리 투어의 경우 헬기를

PEOPLE OF THE MOUNTAIN Almost a decade ago, I’d

이용한다(왼쪽 페이지). 키데포에서는 야생 동물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위).

come to Kidepo as a volunteer to help map Uganda’s

Kidepo Valley National Park is in a remote part of Uganda, but luxury
safaris fly visitors in via helicopter (opposite). Close encounters with
wildlife are common in Kidepo (above).

national parks. My thoughts go back to one particular
afternoon in our little bush camp when I was startled by a
loud cough. I looked up to see seven lionesses watching

다른 여행객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심지어 지금도 키데포는

me from just 50m away. It seemed melodramatic to leap to

우간다에서 ‘비밀의 땅’으로 남아 있는 듯하다. 갑자기 헬기가

my feet — if the lions had wanted me, they could have had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우리만을 위해 마련된 곳을 여행하는

me long ago — and the cats were just lazing atop a rock, so

듯한 기분으로 남수단과 우간다 접경 지역에 펼쳐진 공원 곳곳을

I carefully sidled behind my Land Rover. The lions stayed

탐험했다. 우기임에도 키데포강은 여전히 긴 낫 모양으로 뻗은

beside camp all evening, and we reassured ourselves

모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근처 나루스 밸리로 넘어가자

with the thought that they were simply not hungry. Late

만물을 소생시키는 강물이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that night, however, I was woken by the bellowing of a
distressed buffalo being brought to its knees.

“‘나루스’는 우리 카라모종어로 ‘진흙탕’이라는 뜻이에요.”

Now I’m back, in the rainy season. Although the Kidepo

오수나는 질퍽한 습지를 가로질러 자동차를 몰면서 말했다.
우간다 전 대통령 이디 아민의 버려진 은신처 주변으로 적어도

River still cuts nothing but a sandy scythe through the

100마리는 되는 코끼리 떼가 보였다. 1970년대에 짓다 만

terrain, when we cross into the neighboring Narus Valley

이 은신처는 사다리로만 접근할 수 있고, 벙커처럼 두껍고 단단한

we find a landscape that’s already running with life-

벽과 방어 시설을 갖추고자 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자비한

giving water. “Narus means ‘muddy’ in our Karamojong

독재자 중 한 명인 이디 아민의 보루다웠다.

language,” Osuna calls back over his shoulder, a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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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서의 삶 아코롱기모에가 ‘노(老)장군’이라 부르는 늙은

steers the Land Cruiser through the swampy morass

버펄로 한 무리가 위협하듯 뿔을 아래로 내리며 화난 눈빛으로

with all the assuredness of his Biblical namesake parting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키데포에는 버펄로 1만 3000여 마리가

the Red Sea. In the distance I count a herd of at least 100

서식하고 있으며, 4000마리 이상 무리 지어 다니는 버펄로 떼를

elephants, like ants below the craggy anthill outline of Idi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야영 대신 고급 시설을

Amin’s abandoned lodge. The thick bunker-style walls

갖춘 ‘아포카 사파리 로지’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손님들뿐

and fortified rooms that can only be reached by ladder give

아니라 야생 동물에게도 인기가 높은 곳이다.

credence to the rumor that this 1970s building project was

얼룩말과 사슴영양, 워터벅이 물웅덩이와 수영장에서 물을
마시고, 심지어 사자가 평원의 햇볕을 피하려고 찾아오기도
한다. 이곳에서 보낸 첫날 밤에는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느라

envisaged as a last-ditch defense for the man who was one
of the most ruthless dictators Africa has ever known.
I’m not camping on this trip, but I’m pleased that the

울부짖는 사자 무리의 요란한 포효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다음

luxurious Apoka Safari Lodge is almost as appealing

날 아침 방갈로 밖으로 나와 숙소 문에서 채 3미터도 떨어지지

to wildlife as it is to visitors. Zebras, hartebeests and

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아포카’라는

waterbuck drink at the water hole (and the swimming

이름은 이 지역 언어로 ‘수프’ ‘스튜’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pool), and even lions appreciate the lodge as a shady

이크족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시기에 열린 축제 이름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숙소 관리인인 코리 브리츠의 설명이다.
저지대 사바나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이크족은
1958년 이 지역이 사냥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강제
이주해야만 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기술을

‘아포카 사파리 로지’는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며(오른쪽 페이지), 얼룩말이나
사슴영양, 심지어 사자까지도 근처에서 만날 수 있다(아래).

Apoka Safari Lodge provides comfortable accommodations (opposite)
and is one of Uganda’s premier safari locations, where animals like
zebras, hartebeests and even lions stroll the grounds (below).

SOUTH SUDAN

vantage point over the plains.

익히고 농경과 목축을 병행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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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들에게 가뭄과 기근은

‘soup’ or ‘stew,’” lodge manager Corrie Brits tells me. “It

지금도 가장 큰 위협이자 숙제다.

was named after ceremonial feasts that were held here

현재 이크족은 키데포 밸리 위쪽

when the Ik people roamed the area.” Primarily hunter-

고산 지대에 터를 잡고 야생 벌들의

gatherers on the lowland savannah, the Ik were forced to

꿀을 채집하며 살아간다.

move when the area was designated a game reserve in

한편, 이크족은 1972년

1958. The challenges of surviving in the environment had

인류학자 콜린 턴불이 발간한 책에

taught them to be versatile. Today they live high up on the

등장해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산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

mountain slopes above Kidepo, farming and harvesting

책은 이크족의 참혹한 생활 방식과 전통문화의 상실을 다룬

the wild honey that’s so important to their ceremonies.
The Ik were once famous as the subject of a 1972 book

내용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만난
이크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들이었다. 적도의

by the British-American anthropologist Colin Turnbull.

태양이 동쪽 산자락 위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나는

Turnbull had arrived during a particularly harsh famine,

아코롱기모에와 함께 성스러운 모룽골산 아주 높은 곳에 자리

when many Ik were starving, and The Mountain People

잡은 이크족 마을을 향해 3시간쯤 걸리는 트레킹에 나섰다.

shocked the world with descriptions of the Ik’s purported
cruel ways and extinction of their traditional culture.

마을로 가는 길에 처음 만난 이크족 남자는 자신을 ‘힐러리’

The sun is just kissing the eastern mountains when

라고 소개했다. 나의 궁금증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느라 풀려 버린
다리와 함께 아득하게 사라졌지만, 힐러리는 아주 가볍고 쾌활한

Akorongimoe and I begin the three-hour trek to the 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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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s high on their sacred Mount Morungole. The

이크족 마을 주민 두 명이 성스러운 산인 모룽골산을 오르고 있다.

Two members of the Ik tribe climb past a village on the slopes of their
sacred Mount Morungole.

first person we meet on the trail introduces himself as
Hillary. The track is steep, and before long my questions
are faltering along with my legs, but Hillary maintains

목소리로 산길을 따라 자라는 약초의 효능, 고대에 기우제를

a cheerful commentary on the herbal remedies that

지냈던 신성한 무화과나무 숲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힐러리는

line our trail and the sacred fig groves where traditional

‘고산 마을’이라는 뜻의 ‘날레모루’ 마을에 살고 있었다. 모든

rainmaking ceremonies take place.
Hillary’s village is called Nalemoru — “village on a

이크족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맹수와 마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시나무 벽이 둘러져 있지만, 우리는 아주 따뜻한 환대를

high point.” Like in all Ik villages, thorn barricades protect

받았다. “저 가시들은 인류학자들을 막는 데도 유용하지요.”

Nalemoru from predators and witches, but we’re warmly

하루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눈 이크족 지도자 음제 마테우스가

welcomed inside. “The thorns are useful for keeping out

농반진반으로 말했다.

anthropologists, too,” jokes Mzee Mateus, an Ik leader
we spend much of the day chatting with. As storm clouds

모룽골산 꼭대기 위로 먹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부족민들은 몸에 두른 담요를 더 단단히 여몄다. 좀 더 머물고

gather over the peak of Morungole, the Ik wrap themselves

싶었지만 먼 길을 되돌아가야 했기에 이크족의 환대에 감사를

tightly in their blankets. I thank the Ik for their hospitality

표하고 저 아래 사바나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이크족이

and hope that my new friends will hold off on rainmaking

기우제를 잠시 미뤄 주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옮겼다. 갑작스러운

ceremonies until we’re safely back down on the savannah.

홍수라도 난다면 둔해진 반사 신경과 피곤한 다리로 제대로

I’m not sure my tired legs will be quick enough to deal with

피할 수 있을지 염려하면서.

any flash floods.

글 사진 마크 에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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