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known World

Dana Biosphere Reserve

베두인족의 터전
다나 생물권 보전 지역
요르단 서부 오지에 자리한 다나 생물권 보전 지역. 이곳에서는 아랍계 유목민
베두인족과 커피를 나눠 마시거나, 도시의 휘황찬란한 불빛 대신 촛불을 벗 삼아
친환경 숙박 시설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다.

The Bedu Life
In a remote corner of Jordan lies the Dana Biosphere Reserve,
where visitors can drink coffee with Bedouin nomads and trade city
lights for candlelight at a remote eco-lodge.

구역으로, 그 규모가 무려 32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와디페이난 옆에 있는 언덕과 고원을 통과하자 이 계곡

the site of copper mines beginning in prehistoric times.

보였다. 마하는 이곳 계곡 주변이 선사 시대부터 구리 광산

Feynan was one of the world’s main copper sources for

지대였다고 설명했다. 수천 년 동안 구리를 채굴해 온 이곳에

millennia, and human presence here is thought to go back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 약 45만 년

nearly 450,000 years. I’m traveling through one of the

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니 우리는 인류가 가장 오랜 세월 정착해

oldest continuously inhabited regions on Earth.

목에 방울을 단 염소 떼가 차량 앞을 가로지르는 바람에
라는 염소 털로 짠 텐트가 암석 지대에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다.

landscape. Abdullah points out a small concrete structure,

압둘라가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리키자 마하가 베두인족의

which Maha explains is a Bedouin school and mosque.
destination: a tan rectangular structure rising out of the

선 이 황갈색 직사각형 건물은 2005년 요르단의 왕립 자연

surrounding gravel like a sandcastle on a beach. The

보호 협회가 세운 페이난 에코로지다. 에코로지는 이 일대의

26-room Feynan Ecolodge was constructed in 2005 by

야생 지대를 남용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지에 유목하는

Jordan’s Royal Society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to

베두인족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help preserve the surrounding wilderness and support

이동하며 유목 생활을 한다(왼쪽 페이지). 베두인족 원로 아부 무함마드가 안내원

건물이다. 그런데 목적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당혹스러워

room sandstone building perches awkwardly in the desert.

주변을 빙 둘러보았다. 어디쯤일까? “이제부터는 베두인족이

Our destination is nowhere in sight. I scan around me in

안내해 줄 겁니다.” 사막 기후에 꽤 시달린 듯한 자동차 한 대가

confusion. Where is it? “We’re now in the hands of the

나타나자 안내원 마하 아나브타위가 말했다.

Bedouins,” says our guide, Maha Anabtawi, as a weatherbeaten sedan rolls up.

우리가 있는 곳은 ‘와디페이난’이라는 지역이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계곡이자, 목적지인

We’re in Wadi Feynan, a river valley three hours south

에코로지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타고

of Amman, Jordan, en route to a remote eco-lodge, and

온 미니밴은 더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일대를 집으로 여기는

our minivan can go no further. A transfer by nomads who

유목민들이 이제부터 우리의 이동을 책임지기로 했다. 압둘라

call this valley home has been arranged. After settling into

알라샤이데의 차로 옮겨 탄 우리 일행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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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llah Al-Rashaideh’s car, we begin a 6km ramble down

6킬로미터에 걸쳐 구불구불 이어지는

a rugged track that winds through arid land toward Feynan

비포장도로를 따라 다나 생물권 보전

Ecolodge, inside the Dana Biosphere Reserve. Established

지역 내에 있는 ‘페이난 에코로지’

to protect the region’s more than 700 species of plants and

로 향했다. 700여 종에 이르는 자생

250 species of animals, the reserve is Jordan’s largest,

식물과 야생 동물 250종을 보호하기

covering 320sqkm. The crunch of our tires crushing rocks

위해 지정된 다나 생물권 보전 지역은

on the gravel road is the only sound to be heard.

요르단에서 가장 큰 자연 보호

We pass hills and plateaus that flank Wadi Fey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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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ple of kilometers farther on, we spot our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래와 자갈밭 위에

페이난과 다나 계곡 지대의 베두인족은 계절에 따라 양, 염소, 낙타 떼를 몰고

stops in front of a rusty metal gate, behind which a one-

breaking the desert’s silence. Sturdy black goat-hair tents
known as beit al-sha’ar are sprinkled across the rocky

아랍어로 ‘사막의 거주자’를 뜻하는 베두인족은 페이난과

방 하나짜리 건물이 보였다. 사막에서 만나기에는 조금 낯선

We grind to a halt as bleating goats cross our path,

우리가 탄 차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멈췄다. ‘베이트 알샤아르’

학교이자 성원이라고 설명했다. 몇 킬로미터를 더 들어가자

The minivan carrying my traveling companions and me

this valley. Maha explains that the surrounding area was

지대의 적막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대 유적지가

살아온 지역 중 한 곳을 여행하는 셈이다.

미니밴이 녹슨 철문 앞에 멈춰 섰다. 문 뒤로 사암으로 지은

and approach ancient ruins that seem out of place in

술레이만 알하사신과 함께 커피를 준비하는 모습(아래, 오른쪽).

The Bedouins who inhabit wadis Feynan and Dana move their
herds of sheep, goats and camels with the seasons (opposite).
Bedouin elder Abu Mohammed prepares coffee with Feynan
Ecolodge guide Suleiman Al-Hasaseen (below, right).

Bedouin communities in the valley. Bedouins, or Bedu —

다나의 계곡 지대에 살면서 계절에 따라 염소, 양, 낙타 떼를 몰고

which means “desert dwellers” in Arabic — inhabit wadis

이동하는 유목민이다. 베두인족 사람들은 에코로지에서 일하며

Feynan and Dana, often moving their herds of goats, sheep

방문객에게 빵을 구워 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고, 공예품을

and camels with the seasons. Working with the lodge, they

만들어 팔거나 문화 교류 활동을 한다.

provide transfer services, bake bread for guests each day

페이난 에코로지는 실크 로드 같은 고대 대상(隊商)의
이동로 주변에서 상인과 순례자에게 쉼터가 되어 준 숙박

and offer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Feynan’s design was inspired by caravansaries, inns

시설을 모델로 설계됐다. 에코로지의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는

along ancient caravan routes like the Silk Road. As I step

순간, 아득한 고대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온수나 주방

through its wooden doors, I’m transported right back to

등 태양 에너지로 운영하는 필수 시설 외에 26개 객실에는 전기

those times. While solar energy powers essentials, there

콘센트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오로지 촛불로 방을 밝힌다.

are no power outlets in the rooms, which are lit only by

이곳에 머무는 것은 고요의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이자

candlelight. To stay at Feynan is to experience a quieter

사막의 소리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이다.

world, to attune oneself to the sounds of the desert.

저녁 식사는 팔라펠과 중동식 채소샐러드 ‘타불레’, 납작한 		

Dinner is a vegetarian spread that includes exquisite

빵 ‘아르부드’까지, 현지 주방장이 차려 낸 채식 밥상이었다.

falafel, fresh tabbouleh and arbood, a flatbread baked

식사가 끝난 뒤에는 숙소에 있는 대형 망원경으로 목성과

under ashes. After dinner, I spend most of the evening

그 주변의 위성 등 밤하늘의 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전자

gazing through the lodge’s giant telescope, observing

다나 생물권 보전 지역 안에 위치한 페이난 에코로지는 별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기기의 전원을 모두 끈 채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Jupiter and its moons. I try to remember the last time

장소다(왼쪽 페이지). 현지 요리사들이 준비한 로지의 음식(위). 에코로지는 고대

별을 바라본 때가 언제였던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I fully unplugged to soak up the sparkling jewels strewn

대상들의 이동로 주변에 있던 숙박 시설을 모델로 설계했다(오른쪽).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across the darkness. I come up short.

Located within the Dana Biosphere Reserve, Feynan Ecolodge offers
exceptional opportunities for stargazing (opposite). Food at the lodge
is prepared by local chefs (above). Feynan’s design was inspired by
caravansaries, inns along ancient caravan routes (right).

황금빛 석양의 땅 다음 날 아침, 지역 탐사를 위해 베두인족

GOLDEN LAND To truly appreciate this place, I go hiking

안내원 술레이만 알하사신과 함께 하이킹에 나섰다. 에코로지

with another local Bedouin guide, Suleiman Al-Hasaseen,

뒤쪽에 있는 계곡 지대 ‘와디다나’를 걸으며 다나 보전 지역을

the next morning. We trek through Wadi Dana, a valley

둘러보았다. 사막 속 다나는 초록빛 관목과 아카시아, 참나무와

whose austere desert landscape is dotted with occasional

사이프러스가 드문드문 자라는 곳이다. 이 지역은 야생 동물의

green shrubs and acacia, oak and cypress trees. The Dana

천국이기도 한데, 시리아늑대, 모래고양이, 아가마도마뱀과의

Reserve also teems with wildlife and is home to 25 species

파충류를 비롯한 멸종 위기 동물 25종이 서식한다. 술레이만이

of endangered animals, including the Syrian wolf, sand cat

사막에서 자라는 수송나물류의 관목 이파리를 따더니 양 손바닥

and spiny-tailed lizard. Suleiman plucks some leaves from

사이에 끼우고 거품이 생길 때까지 문질렀다. “이게 베두인족의

a desert saltwort bush and rubs them between his hands

비누예요.” 그는 수백 년간 자신의 부족을 먹여 살린 것은

until they turn into a foamy substance. “Bedouin soap,” he

와디다나에서 자라는 약용 식물이라고 설명했다.

jokes, before explaining how the medicinal plants found in
Wadi Dana have sustained his tribe for centuries.

우리는 베두인족 원로인 아부 무함마드의 텐트에 잠시

We swing by Bedouin elder Abu Mohammed’s tent,

들렀다. 그는 모닥불에 낡은 주전자를 올리고 커피를 진하게
끓여 냈다. 커피는 주인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부터 반시계

where he’s using a well-worn kettle to brew strong coffee

방향으로 제공되는데, 커피 잔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쥐어야

over an open flame. Coffee is served from right to left,

한다고 술레이만이 설명했다. 커피는 통상 석 잔만 제공하며,

Suleiman explains. No more than three cups are offered,

네 번째 잔은 고인이 된 부족의 일원을 애도할 때만 마신다. 다

and you shake your cup if you’re done. But if you put

마시면 커피 잔을 흔드는 것이 관례다. 단, 커피를 마시기 전에

your cup down before drinking, it means you’ve come to

잔을 내려놓으면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는 뜻이라고 했다.

discuss a serious matter. A fourth cup is only drun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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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rance of a tribe member who has passed away.

멸종 위기 동물 25종의 서식지인 다나 보전 지역의 일몰 풍경

The sun is getting ready to set, and as its golden rays

The sun sets behind an acacia tree in the Dana Reserve,
which is home to 25 species of endangered animals.

catch his honey-colored eyes, Suleiman says that he
wants to show me the very best sunset in the world. We
trek back to the same dirt road I’d traversed with Abdullah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황금빛 석양이 술레이만의 호박색
눈을 비출 즈음 그는 세계 제일의 일몰 풍경을 보여 주겠다고

earlier. Suleiman points to a few tents where his family

말했다. 우리는 전날 압둘라와 지나온 바로 그 자갈길을

resides, mentioning that they’re going through a difficult

다시 거슬러 걸었다. 술레이만은 자신의 가족이 사는 텐트를

time because wolves have been attacking goats in the

가리키더니 늑대가 이곳 염소를 공격하는 바람에 힘든 나날을

area. “But being called a theeb — wolf — is the biggest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르단 남자에게는 ‘디브’, 즉

compliment a Jordanian man can get,” he explains. “It

‘늑대’라고 불리는 것이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만큼 강하고

means they’re strong and courageous.”
We scramble up loose rock toward a spot where

용맹하다는 뜻이니까요.”

Suleiman halts. “Stand right here and wait,” he says,

우리는 자갈투성이 언덕을 힘들게 기어올랐다. “여기
서서 기다려 보세요.” 그가 자갈밭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pointing to a patch of gravelly ground. Within minutes, the

이글거리던 해가 어느새 아카시아나무 너머로 완벽하게 자취를

large liquid sun ducks down perfectly behind an acacia

감추는 광경을 우리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여기가 저의

tree in one of nature’s most spectacular displays. I’m

집입니다. 제가 이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mesmerized. “This is my home. Now you see why I love

술레이만이 호박색 눈에 이 순간을 새기기라도 하듯 석양에서

this place,” Suleiman says, his golden gaze never leaving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the setting sun.

글 사진 롤라 아신마데 오셰르스트룀

38
MORNING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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