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내

Adventure

인생

최고의 드라마

Race

어드벤처 레이스

어드벤처 레이스(Adventure Race)는 사막이나 극지방, 열대우림 등 오지에서 펼쳐지는 경주 대회를 말한다. 목적
이 도전이든 유희든 남다른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주로 참가한다. 지구상 가장 극적인 풍경과 인간 생존의 한계점
을 오가는 레이스를 통해 자신의 삶에 한 획을 긋는다. 이른바‘인생 최고의 드라마 시리즈’
이다. 최근 폭염이 내
리쬐는 모래언덕을 달리고 빙하와 만년설로 뒤덮인 남극을 누빈 후 아마존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는 드라마의 주
인공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막 레이스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 어드벤처 레이스를 소개한다.
글 장성배 기자·사진 런엑스런(www.runxr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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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이스
달리는 사막 레
지구의 오지를

사막 레이
스는 이름 그대로 사막을 달
리는 대회다.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남미 등의 이름난 사
막에서 매년 개최된다. 대부
분 유럽의 어드벤처 전문 업체
들이 대회를 주관한다. 레이싱
더 플래닛(www.racingthepla
net.com)이 주관하는 사하라(
이집트), 고비, 아타카마, 남극
레이스가 대표적이다. 레이싱
더 플래닛은 4개 사막 레이스를

칠레 아타카마 사막은 일교차가 커 레이스 참가자들은 밤이면 사막의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 특히 지형이 거친 소금지대에선 일반 마라톤보다 몇 배 더 힘든 레이스를 벌여야 한다.

모두 완주한 참가자에게‘그랜드
슬래머’
의 칭호를 부여한다. 한국
은 오지 레이스 전문가인 유지성

니다. 발이 너무 아파 마지막 날에는 발바닥 바깥 모서리만으로 뒤

이른바 닥터 스톱(Doctor Stop)으로, 한계에 이른 참자가들은 대부

씨를 비롯해 5명이 2007년 11월 남

뚱거리며 달려야 했습니다. 완주하고 나니 몸무게가 정확히 7㎏ 줄

분 그 지시에 따랐다. 물론 일부 참가자는 링거를 맞은 후 다시 레이

극 레이스를 완주해 그랜드슬램을

어 있었습니다.”

스에 나서기도 했다.

달성했다. 유 씨는 1990년대 후반

유 씨가 참가한 사하라 레이스에서는 참가자에게 하루 10ℓ의 식수

의료진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무리해서 경기를 진행한 참가자들 중

대우건설 엔지니어로 리비아에서

만 제공됐다. 이른바 자급자족 서바이벌 방식이었다. 참가자는 식

일부는 도중에 쓰러지기도 했다. 어느 참가자는 심한 체력 소모로

근무하다 위성방송을 통해 사하라

량과 장비를 넣은 배낭을 메고 달려야 했다. 하루에 완주해야 하는

판단력이 흐려져 코스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기도 했다.

레이스를 접한 후 오지 레이스 전문

구간은 40㎞ 안팎이었다. 주최 측은 그날 코스가 정해지면 아침 일 “사막 레이스 참가자들은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을 극복해야 합니

가로 직업을 바꿨다.

찍 선발대를 보내 사막 위에 깃발을 꽂아 표지했다. 출발 전날 깃발

다. 또 밤에는 사막의 추위와도 싸워야 하죠. 드물지만 전갈이나 뱀,

“2002년 4월 모로코 사하라 레이스에

을 미리 꽂아 놓으면 사막 유목민들이 뽑아가버려 참가자들이 코스

여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처음 참가했습니다. 원래 운동과는 담

를 찾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일이 신발을 뒤집어 탁탁 터는 것이었습니다. 전갈이 신발 속에서

을 쌓고 살아 그 당시 체중은 90㎏이 넘

코스 중간에는 일정 거리마다 체크 포인트(Check Point)가 설치됐

웅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반년 동안 밤

다. 천막으로 얼기설기 만든 임시 처소로 참가자들에게 식수를 공

유 씨는 사하라 사막 레이스 완주 이후 매년 어드벤처 레이스에 참

낮으로 러닝과 웨이팅을 반복해 몸무게

급하고 정해진 구간을 완주했음을 확인해주었다. 체크 포인트에는

가했다. 지난해까지 사하라(모로코 2회, 이집트 3회), 나미비아(1

를 74㎏까지 줄여 출전했죠.”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이 대기했다. 의료진은 참가자들의

회), 고비(4회), 아타카마(1회), 남극(2회) 등 13번의 사막 레이스를

사상 첫 사막 레이스 출전을 위한 준비는

상태를 파악해 완주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기를 권했다.

완주했다. 또 2008년 2월 베트남 북부 산악 정글에서 열린‘+1 오지

순조로워 보였다. 체력과 지구력, 러닝 테
사막 레이스 참가
자들은 한낮의 기
온이 50도를 넘어
위를 묵묵히 달려
서 있는 것조차
나간다. 보통 사람
힘든 사막
의 체력과 의지로
지구 곳곳에서 펼
는 쉬 감당키 어렵
쳐지는 사막 레이
다. 현재
스
중
난이도가 높은 대
레이스’
와‘고비 사막 레
회는‘아타카마 사
이스’
이
막
다
.
칠
레
아
타
약 30㎞ 길이의
카마 사막은 남북
분지 지형으로 지
약 1천㎞, 동서
구상에서 가장 건
과 몽골에 걸쳐
조한 사막으로 꼽
있는 고비 사막은
힌다. 중국
초원과 모래언덕
만년설을 이고 있
이 혼재한다. 레
는 웅장한 산맥과
이스 도중
산기슭 목장 등 경
만나게 된다.
이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크닉을 웬만큼 갖추었다고 자부했다. 하
지만 사막 레이스를 위한 장비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사막 레
이스 전용화를 구하는 게 무엇보다 어려웠다. 일반 러닝화는 사막에
는 적합하지 않았다. 모래가 들어가 제대로 달릴 수 없고, 가피와 밑
창이 얇아 자갈과 바위 투성이의 광야를 지날 때 찢어질 수 있었다.
“사막 레이스 전용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레이스
첫날부터 악전고투였습니다. 발가락 10개 중 9개에 물집이 빙 둘러
잡혔죠. 3~4일째에는 발바닥 앞부분 살점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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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레이스’대회와 2009년 3월 캐나다 북극권에서 열린‘록 & 아이스
울트라(Rock & Ice Ultra)’대회에도 참가했다. 현재 세계 주요 어드
벤처 레이스의 참가 신청을 대행하는 한국 에이전시 런엑스런
(www.runxrun.com)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레이싱 더 플래닛 사막 레이스

① 아타카마 사막 레이스(Atacama Crossing)
칠레 남부 아타카마 사막에서 열리는 대회다. 올해는 칠레에 발생
한 지진으로 인해 대회가 예정보다 하루 늦춰져 3월 8~14일 열렸다.
6박 7일 동안 250㎞를 달린 레이스에 14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인
참가자는 2명이었으며 참가비는 1인당 3천100달러였다.
아타카마 대회의 코스는 경기 전날 공개된다. 총 6개 구간으로 코스
는 매년 달라진다. 이틀 동안 약 80㎞를 논스톱으로 달리는 코스와
42.195㎞의 마라톤 풀코스는 6개 구간에 반드시 포함된다. 또 마지
막 코스는 20㎞ 정도로 짧게 책정된다. 우승자는 6개 구간의 시간
합산을 통해 가린다. 구간별로 제한 시간이 엄격하게 적용돼 단 1초
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바로 탈락이다.
② 고비 사막 레이스(Gobi March)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에 걸쳐 자리한 고비 사막에서 열리는 대회
다. 아시아 최초의 사막 레이스로 올해는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린다. 6박 7일간 250㎞를 달린다. 신청 마감은 4월 3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3천100달러이다.
고비 사막 레이스는 매년 지역을 달리하며 열린다. 우루무치, 둔황,
투루판 등 실크로드 북로 및 남로 일대가 모두 개최지에 속한다. 지
난 2005년에 이어 올해 다시 개최지가 된 투루판은 고비 레이스 개
최지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코스로 꼽힌다.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
치구 톈산산맥 동쪽에 있는 곳으로 해발 4천ｍ가 넘는 고산지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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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량한 초원지대가 이어진다. 일교차도 매우 커 한낮에 50도 이상

④ 남극 레이스(The Last Desert)

을 기록한 온도계가 밤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 불볕더위와 추

남극은 연평균 강수량이 166㎜에 불과해 지구에서 가장 넓은 사막

위의 협공을 이겨내야 하는, 이른바 지옥의 코스다.

으로 불린다. 남극 레이스는 세계 사막 레이스의 정점을 찍는, 그랜
드슬램 달성의 마지막 관문이다. 레이싱 더 플래닛은 다른 3개 사막

③ 사하라 사막 레이스(Sahara Race)

레이스 완주자를 대상으로 남극 레이스를 진행한다. 올해 대회는

사하라 사막 레이스는 대회를 주관하는 업체에 따라 개최지가 달라

11월 17~27일 열리며 한국인은 10여 명이 참가 자격을 확보한 상태

진다. 대표적인 대회는 레이싱 더 플래닛이 주최하는 이집트 사하

다. 신청 마감은 9월 3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1만 달러다.

라 레이스로 오는 10월 3~9일 열리며 총 250㎞를 달리게 된다. 신청

남극 레이스는 아르헨티나 남단 우수아이아(Ushuaia)에서 크루즈

마감은 9월 5일까지이며 참가비는 3천100달러다.

를 타고 출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참가자들이 배에서 내려 정해

이집트 사하라 레이스의 난이도는 아타카마, 고비 사막보다 다소 낮

진 코스를 달리고 다시 선박에 올라 또 다른 코스로 이동하는 방식

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볼 대상은 아니다. 사하

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이른바 서킷 레이스(Circuit Race)이다. 자동

라는 지구의 사막 중 가장 뜨거운 곳으로 통한다. 동일한 낮 기온에

차 경주처럼 일정 구간을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돌거나 정해진 횟

도 다른 사막보다 체감 햇볕의 강도가 더 세다. 이집트 사하라 레이
스를 3회 완주한 유지성 씨에 따르면 한낮에는 폭염으로 도저히 달
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경우, 참가자들은 커다란 바위
아래를 찾아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게 된다. 바위가 없는 곳에선 모
래 계곡에 자리를
잡고 양산을 꺼내
그늘을 만든다고
오지 레이스는 사막을 넘어 북극과 아마존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캐나다 북극권에서 열린 록 & 아이스 울트라 레이스 참가자의 모습이다. 록 &
아이스 울트라 레이스는 오로라 관광 명소인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옐로나이프(Yellowknife) 지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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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tic Race 2011)
파타고니아 남극 레이스(Patagonia Anta

내년 대회는 3월 26~31일 열릴 예

프랑스 업체인 레이드 사하라(www.raidsahara.com)가 주관하는 대

정이다. 신청 마감은 내년 3월 1

회로 첫 대회가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남

일까지이며 참가비는 종목에 따

극에서 가까운 남위 50°부근 파타고니아 지역의 350㎞ 구간을 달린

라 200달러부터 3천 달러까지다.

다. 신청 마감은 내년 1월 1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3천990유로다.

록 & 아이스 울트라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콜드 풋 클래식(Cold

일, 3일째는 오전 6시에 출발하며 각각 24.5㎞와 31.1㎞를 오후 5시

파타고니아 남극 레이스는 16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첫날은 프랑스

Foot Classic)부터 중간 수준인 케이-록 울트라(K-Rock Ultra), 그리

30분까지 완주해야 한다. 4일째는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며 18.4㎞

파리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가 하룻밤을 머문

고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 울트라(Diamond Ultra)까지 세 경기가 펼

수를 먼저 채우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를 오후 5시 30분까지 완주해야 한다.

다. 이후 파타고니아로 이동해 캠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레이스를

쳐진다.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캐나다 최초의 다이아몬드 광산인 에

레이스에 앞서 참가자들은 남극의 풍광과 동식물을 감상하게 된다.

5일째부터는 200㎞ 코스 참가자들만의 경기가 펼쳐진다. 5~6일째

시작한다. 레이스는 매일 오전 8시 무렵 출발하며 체크 포인트는 12

카티(Ekati)에서 캐낸 다이아몬드가 수여된다.

남극 크루즈 선박들이 지나는 드레이크 해협(Drake Passage)은 남

는 가장 힘든 구간으로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해 87㎞를 35시간 안에

㎞마다 설치된다. 일정이 길다 보니 1~5구간과 6~10구간 사이의 9

3월 26일 개최되는 콜드 풋 클래식은 당일 45㎞ 구간에서 솔로와

미와 남극 반도(Antarctic Peninsula)의 생물학적 경계로 알바트로스

완주해야 한다. 마지막 7일째는 오전 8시에 출발하며 24.8㎞를 오후

일째는 휴일로 지정해 놓았다. 또 14일째 마지막 구간을 마친 이후

계주(2~3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200달러다.

를 비롯한 다양한 바다새가 서식한다. 드레이크 해협을 지나면 20

5시까지 완주해야 한다.

에는 바비큐 파티가 마련된다. 그리고 15일째 빙하 관광을 즐긴 후

케이-록 울트라는 3월 26~28일 135㎞를 완주하는 레이스로 참가비

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셰틀랜드 군도에 이르는데 남극의 상징인

정글 마라톤 코스에 대한 정보는 출발 몇 시간 전에 참가자들에게

파리로 돌아오게 된다.

는 1천750달러다. 다이아몬드 울트라는 225㎞ 구간을 완주하는 대

펭귄을 비롯해 바다표범, 가마우지 등을 만나게 된다.

제공된다. 물론 거의 모든 코스가 울창한 정글을 헤치고 나가야 하

파타고니아 남극 레이스는 자급자족 서바이벌이 아닌 음식이 제공

회로 참가비는 3천 달러다. 각 부문 참가자들은 스노슈(Snowshoe)

는 난코스다. 코스 표식은 눈에 잘 띄는 컬러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루 세 끼가 제공되는데 메뉴는 조식(빵, 커

또는 스키(XC-ski)를 신고 달리게 된다.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코스맵(Course Map)에 지

피, 차), 점심(빵, 샐러드, 야채), 석식(파스타, 밥, 고기 또는 생선)에

다이아몬드 울트라는 일반적인 사막 레이스처럼 서바이벌 방식으로

영국 업체인 정글 마라톤(www.junglemarathon.com)이 개최하는

형지물이 상세히 표시돼 길을 잃을 염려는 거의 없다. 야간 레이스

따라 차이가 있다. 대회 난이도는 내년이 첫 개최라 아직 불명확하

진행된다. 6일 동안 식량과 장비를 실은 썰매(Skipulk)를 끌며 설원을

대회다. 세계에서 가장 힘든 레이스로 꼽히는데, 지난해까지 한국

는 안전 문제를 감안해 난이도가 가장 낮은 코스에서 진행되며 전기

다. 완주에 필요한 제한 시간 등 규정도 미정이다.

질주한다. 영하 40도 안팎의 혹한 속에서 콧김과 땀을 내뿜으며 달리

인은 4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는 10월 7~16일 열린다. 신청 마감

조명을 이용해 코스가 표시된다. 또 식수 제공과 의료 지원을 위한

은 8월 31일까지이며 참가비는 1천600파운드다.

체크 포인트는 4~6㎞마다 설치된다. 참가자 필수물품은 식량, 물통,

아마존 정글 마라톤은 완주 거리에 따라 총 100㎞를 나흘 동안 달리

모기장, 방충제, 나침반, 칼, 비상약 등이다. 비상용 구급장비(Safety

캐나다 북극권에서 3월에 개최되는 레이스로 NCAR(Northern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텐트와 침낭을 비롯한 각종 방한용품과 GPS,

는 코스와 200㎞를 7일 동안 달리는 코스로 나뉜다. 레이스 첫날은

Kit)는 주최 측에서 지급한다. 하루 경기를 마친 이후에는 강가에 마

Canadian Adventure Racing Inc.)이 주관한다. 세계적 자원개발업체

식량, 조리기구 및 연료, 나침반, 선블록, 비상약 등이다.

오전 7시에 출발하며 16.3㎞를 오후 5시 30분까지 완주해야 한다. 2

련된 캠프장에서 저녁을 먹고 해먹에서 잠을 잔다.

인 비에이치피 빌리튼(BHP Billiton)이 수년째 스폰서를 맡고 있다.

kandiceultra.com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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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정글 마라톤(The Jungle Mara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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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면 얼굴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다고 한다. 매년 10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각축전을 벌인다. 참가자 필수물품은 영하 30~40도의
www.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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