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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YEARS TO THE

TOP OF THE WORLD50
에베레스트 원정보고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산악회
CALS Alpine Club, Seoul National University



1캠프~2캠프 구간의 웨스턴 쿰 설원에서 올려다 본 에베레스트와 로체



에베레스트 등반 중 촬영한 로체(8516m). 중앙의 쿨르와르가 서면 노멀루트다.



4캠프로 오르는 도중 나타나는 마지막 오르막구간 제네바 스퍼. 각국의 많은 등반가들이 줄지어 오르고 있다.

3캠프로 향하는 도중 로체 페이스를 오르고 있는 유선필 대원

2캠프의 야경

2012년 5월 19일 오전 4시 30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오영훈 대장(왼쪽)과 나텐지 셰르파



해발 8500m 지점에서 하산 중인 서정환 대원. 정면으로 보이는 봉우리는 마칼루(8463m)



서울대 농생대산악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주요 계획 중 에베

레스트 등반 계획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었지만 유래 없었던

큰 규모의 활동이었기에 기획초기단계부터 과연 이와 같은 사업이 우리

산악회의 역량으로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질이 부족한 저를 원정대 단장으로 하여 추진단이

구성되고 점차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진전됨에 따라 여러 회원들의 헌신

적인 참여와 격려, 그리고 이와 같은 저희들의 꿈의 실현을 성원하고 물

질적,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고마운 여러분들 덕분으로 모든 계획은 크게 박차를 가하

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등반대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은 드디어 열매를 맺어 2012년 5월 19

일 우리 원정등반대는 에베레스트 정상과 세계 제4위봉인 로체 정상에 동시에 우리 산악회의 깃발

을 휘날릴 수 있었고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등반대원들의 부단한 사전 체력훈련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등반 중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여준 끈기와 지혜롭고 용기 있게 대처한 판단들은 이번

등반을 성공으로 이끈 이유라고 믿습니다. 또한 베이스캠프에서 등반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 여러 회원들의 노고는 이번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성원과 물질적 재

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원 단체들, 교내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개인 회원들의 성원은 본

등반의 주요한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확신하며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등반 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 서울대 농생대산악회가 창립 후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모든 회원들의 아련한 숙원이었던 에베레스트 등반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상세히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며 또한 우리 산악회의 미래 방향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

하여 우리 산악회의 산을 향한 정열과 우정이 끊임없이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 맺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산악회 회원 여러분들과 원정대 대원들의 모든 노력과 헌신에 또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정대 단장으로서 부족한 저 때문에 야기되었던 여러 미숙했던 점들도 이 자

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등반 보고서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여

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보고서가 우리 산악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타 산악회 회원들에게도 중

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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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향한 정열과 우정의 아름다운 열매

진교춘 원정단장

칼라파타르에서 올려다 본 에베레스트

인사말 GreetinGs



오늘 우리의 자랑스런 등반대원이 농생대산악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에베

레스트와 로체를 오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원 다시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 발대식에서 원정대에게 세 가지 바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바람은 원정을 마친 다음 다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

째 바람은 다시 모일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람

은 원정대 모두가 더욱 건강한 몸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 세 가

지 바람은 오영훈 등반대장, 서정환 대원, 유선필 대원이 건강하게 모두 귀국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함

으로써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2012년 5월 19일 오전 4시 30분 에베레스트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산악회의 플랜카드가 펄

럭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는 로체 정상에 유선필 대원이 상록인의 꿈을 모아 올랐습니다.

오영훈 등반대장은 농생대산악회 뿐 아니라 서울대인으로서 처음으로 세계 최고봉에 오르는 쾌거를 이

뤘습니다. 유선필 대원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로체 등정에 성공함으로써 젊은 상록인들의 기개를 널리

펼쳤습니다. 산악회 지도를 맡고 계시는 이승구, 이승환 두 지도교수님께서도 이룩하지 못한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는 등산에 관해서는 지도교수님보다도 더 권위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서정환 대원의 승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서정환 대원은 정상을 목전에 두고 그야말로 용

기 있는 결단을 함으로써 농생대산악회의 에베레스트 원정을 완벽하게 완성해 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믿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눈앞에 두고 다음을 기약하는 결단을 한다는

것은 범인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라 믿습니다. 서정환 대원의 이런 진정한 용기 있는 결단이 있

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등반대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총장님을 비롯해서 정윤환 동창회장님,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님, 허길행 회장님, 진교춘

등반추진위원장님, 이승구 지도교수님 등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모여 우리의 꿈이 이

뤄졌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농생대 산악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

기를 바랍니다. 

서울대인으로서 
처음 세계 최고봉에 오르는 쾌거

기록을 남기는 것은 대학산악회의 주요 역할

이학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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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악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5대륙 최고봉의 등정을 추진

하였으며, 그 핵심이 세계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이었습니다. 그 결

과 지난 5월 19일 기어코 우리 산악회가 50년간 꿈꾸어 온 에베레스트

에 오르게 되었으며, 세계 4번째 고봉인 로체에도 동시에 오르는 가슴

뿌듯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년 수백명이 오르는 에베레스트 등정이 전문 산악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대학 동아리의 회원들

이 많은 후원금을 모으고, 아마추어 회원들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우정과

열정으로 세계 최고봉에 올랐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많은 산악인이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있지만, 그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등반을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등반을 추진

하는 배경에서부터 준비과정, 등반과정, 그리고 성공 후 뒷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정리하

여 발간함으로써, 다음에 에베레스트는 물론 다른 고산을 오르고자 하는 등반팀의 준비과정에 도

움을 주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원정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등산 기록을 남기는 것은 산악문화 발전을 위한 대학산악회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되

었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가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해외 등반을 계획하는 많은 등반팀들에게 중

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산악문화 발전은 물론 우리 산악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

합니다.  

끝으로 이번 등반이 성공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산악회 회원 및 우리 산악회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공하고 돌아온 원정대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발간을 주관한 서윤섭 사무총장과 오영훈 등반대장, 그리고 집필진의 헌

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간에 도움을 주신 월간 <마운틴> 남선우 발행인과 편집과 꼼꼼한

교정을 통해 좋은 보고서가 되도록 도움을 주신 윤대훈 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길행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산악회 회장

발간사 editorial 축사 ConGratulations



격려사 enCouraGement

이번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산악활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

여 세계적 수준의 등반가를 배출하고 또 등반기록을 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서울대 농생대산악회의 에베레스트 등정이 그 어떤 등반에 못지않는

값진 등반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베레스트를 올랐

다는 사실보다 그 이면에 배어 있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산악인

에게는 산을 향한 마음과 산을 오르는 기술과 산에 갈 수 있는 생활여건이

다 갖추어져야 산에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만 좋다고 갈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등산을 직업으로 택해 인생을 등산에 올인하는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대학산악부 출신 중에도 일부 그런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

하느라 산을 향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서울대 농생대산악부는 산

악부 시절 불렀던 산노래 “산에는 마음이 있어 산사나이의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마음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이 등반의 절대 가치였던 시절 품었던 ‘꼭 올라 봐야지’ 하는 꿈을 잊지 않고 수 십 년

이 흐른 지금 이루어 낸 것입니다.

서울대 농생대산악부는 이번 에베레스트 등정에서 두 가지 성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실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크게 발전 했지만 아직 혼탁하고 선진국 진입

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도덕성 상실 아니겠습니까. 사회 첫 발을 디딜 때 먹었던 마음, 즉 초심

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산에 다니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실천한다

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우애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농생대산악

부는 수 십 년간 배출된 회원 하나하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서로 끈끈히 맺어져 이번에 그 결실을 보

여 준 것입니다. 진정 참 산악인의 모습을 보여준 실로 장쾌한 쾌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대

학산악연맹의 이념인 참 산악인의 실체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참 산악인이란, 산을 좋아하

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산에 다니는 사람, 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육체 뿐 아

니라 영혼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항상 산에 있어 산을 닮아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람, 결국 산

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산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등반을 계기로 서울대 농생대 산악부 모든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고

모든 대학 산악부는 후배를 지도하는 귀감으로 삼아 많은 참 산악인을 양성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등정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빕니다.

김태욱 교수님이 작고하신 후 혹독한 선발과정을 거쳐 농생대산악회 지도교

수를 맡아온 지 벌써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6, 70년대에는 각 단과대학

별로 산악회가 조직되어 등반 활동을 하였는데 80년대 이후 암벽 등반이 3D

활동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대학산악회가 유명무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농생대산악회는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 재학생들의 패기와 젊음으로 꿋꿋

하게 농생대 전통을 유지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생대산악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히 에베레스트에 도전하게 된 것도

자연을 사랑하는 농심으로 똘똘 뭉쳐 선배는 후배를 이끌고 후배는 선배를 따

른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레스트 등정 보다는 도전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절대

로 무리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오영훈 등반대장 !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체력으로 서울대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 너무도 감격

해 냉정하다는 나도 눈물을 보였다. 선두로 해뜨기 전 정상에 도착해 그 춥고 험한데서 한 시간 반 동안 일

출을 기다렸다니 당신 몸은 마징가인가! 우리의 영웅, 정말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축하하네!

서정환 대원! 200m남기고 돌아설 수 있었던 자네의 결단이 진정한 용기다. 이번에도 11명이 희생되지 않

았던가. 정상 등정과 똑같이 칭찬해주고 싶고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 지켜주어서 고맙다. 그 동안 수고 많았

고 이번 경험을 잘 살려 더 멋있는 인생 도전을 하기 바라네!

학부 3학년 유선필 대원! 고소 적응에 실패해 헬리콥터로 후송된 사람. 에베레스트의 비싼 입산료 대신 좋

은 경험 쌓으라고 로체로 보냈는데 정말 큰일 해냈군. 아직 어리지만 오뚝이 같이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투

지에 감탄했네. 금년 최초, 최연소 로체 등정 축하, 축하하네!

이번 역사적인 행사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중에도 65학번

의 노력과 봉사에 영원한 애정을 보냅니다. 튼튼한 재정지원 없이 에베레스트 등반은 불가능합니다. 본 행

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후원업체, 동창회, 대학 당국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손끝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온 대원들에게 감사하며 농생대산악회의 영원한 발전과 회원가족 여

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제 더 멋진 인생을 향해 도전하기 바라네!

이승구 명예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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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산악인의 실체를 보여준 좋은 사례

이명규 한국대학산악연맹 회장

격려사 enCour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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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 명칭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산악회 에베레스트원정대

Name 2012 Mt. EverestExpedition, CALSAlpineClub, SeoulNationalUniversity

2. 대상산 및 등반루트 

•에베레스트 (Mt. Everest, 8850m) 남동릉

•로체(Mt. Lhotse, 8516m) 서면

Object Mt. Everest(8850m) NEridge, Mt. Lhotse(8516m) westface

3. 등반목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등반

Purpose CommemorateforthegoldenjubileeofCALSAlpineClub, Seoul

NationalUniversity

4. 대원 원정단장 진교춘 외 15명 (등반대원 3명)

Member LeaderKyo-Choon, Jin& 15members(3 climbingmembers)

5. 현지고용인 NgaaTenji외 6명

Expedition staff NgaaTenji& 6 staffs

6. 원정기간 2012년 3월 30일 ~ 5월 25일 (총 57일)

Period 30thMarch, 2012 ~ 25th, May, 2012(57days)

7. 등반결과

•2012년 5월 19일 오영훈 에베레스트 등정

•2012년 5월 19일 유선필 로체 등정

Result

•Young-Hoon, OhreachedthesummitofMt. Everest, 19thMay

•Sun-Pil, YooreachedthesummitofMt. Lhotse, 19thMay

원정개요 summary of the expedition

서울대학교 농생대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보고서 19원정개요18

▲ 산명 에베레스트·사가르마타(네팔)·초모랑마(티베트)

▲ 고도 8850m

▲ 지리적 위치 네팔 히말라야 쿰부 산군과 중국 티베트 경계

▲ 위도 27도 59′ 17″N

▲ 경도 86도 55′ 31″E

▲ 초등자 에드먼드 힐러리(영국), 텐징 노르게이(네팔)

▲ 초등일 1953년 5월 29일

▲ 초등 루트 네팔면 남동릉

▲ 베이스 캠프 네팔면 남동릉루트: 5400m/티베트면 북릉~북동릉루트: 5200m

▲ 카라반 카트만두에서 국내선으로 루클라까지 간 후, 남체에서 페리체(Periche·4270m)와 로

부제(Lobuche·4930m)를 따라 8일 정도 오르면  5400m지점의 베이스캠프에 도착

하게 된다. 

▲ 등반(노멀)루트

•네팔면 남동릉루트: 베이스캠프(5400m) ⇢ 1캠프(6000m) ⇢ 2캠프(6600m) ⇢ 3캠프(7400m) ⇢

4캠프(8000m) ⇢ 정상(8850m) 

•티베트면 북릉~북동릉루트: 베이스캠프(5200m) ⇢ 중간캠프(6000m) ⇢ ABC(6300m) ⇢ 1캠프

(노스콜 7050m)  ⇢ 2캠프(7700m) ⇢ 3캠프(8300m) ⇢ 정상(8850m)

▲ 산명 로체

▲ 고도 8516m

▲ 지리적 위치 네팔 히말라야 쿰부 산군의 중북부, 에베레스트로부터

정남쪽 3km

▲ 위도 27도 58′ N

▲ 경도 86도 56′ E

▲ 초등자 언스트 라이스, 프리츠 루싱거, 요한 한스 본 카에네(스위스)

▲ 초등일 1956년 5월 18일

▲ 초등 루트 서면

▲ 베이스 캠프 네팔면 에베레스트 남동릉루트 베이스캠프(5400m)와 동일.

▲ 카라반 에베레스트와 동일

▲ 등반(노멀)루트

•서벽루트: 베이스캠프(5400m) ⇢ 1캠프(6000m) ⇢ 2캠프(6600m) ⇢ 3캠프(7400m)⇢

4캠프(7900m) ⇢ 정상(8516m) ※3캠프까지 에베레스트 남동릉 루트와 동일함.

에베레스트 개요 summary of the eVerest

로체 개요 summary of the lhotse



카라반 루트 CaraVan route 등반 루트 ClimBinG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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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대장오영훈 (97학번) 응용생물화학부 농생물학전공

2002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네팔 텐트피크(5663m), 임자체(6189m) 등정
2005년 (사)한국대학산악연맹 파키스탄 트랑고타워(6239m) 유고루트 등정
2006년 박영석 원정대 에베레스트(8850m) 북동릉 등반
2007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울릉도 송곳봉 북서벽 개척등반 (상록길)
2008년 (사)한국대학산악연맹 키르기스스탄 악수(5217m) 북동릉 등반 (대장)
2009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러시아 엘부르즈(5642m) 등정 (대장)
2010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키르기스스탄 바쉬쉬케이(4515m), 꼬로나(4860m) 등반 (대장)
2010년 (사)대한산악연맹 청소년오지탐사대 중국 캉션카(5215m) (대장)
2011년 미국 본토 최고봉 마운트 휘트니(4421m) 마운티니어스 루트 등정
2011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네팔 로부체 동봉(6119m) 등정 (대장)
(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Riverside) 인류학 박사수료

등반부대장서정환 (2002학번)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2007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울릉도 송곳봉 북서벽 개척등반 (상록길)
2008년 (사)한국산악회 제1차 한중일 대학생 교류등반(일본 산악스키)
2008년 (사)한국대학산악연맹 키르기스스탄 악수(5355m) 북동릉 등반
2008년 (사)한국산악회 제2차 한중일 대학생 교류등반 (한국 암벽등반)
2008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아콩카구아(6962m) 북면 등반
2009년 김형일 원정대 울릉도 송곳봉 북벽 개척등반 (For LNT)
2009년 김형일 원정대 파키스탄 스팬틱(7027m) 북서벽 등반
2011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네팔 로부체 동봉(6119m) 등정
(현)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박사과정

등반대원유선필 (2010학번)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2011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네팔 로부체 동봉(6119m) 원정
2012년 (사)한국대학산악연맹 동계등산아카데미 (한라산) 참가
2012년 (사)한국대학산악연맹 빙벽캠프 참가 
(현)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3학년 (휴학)

단장진교춘 (62학번) 농생물학

1966년 K.C.C.(Korean Climber's Club) 창립회원
1971년 (사)한국산악회 1차 프랑스 국립등산학교(ENSA) 연수대원
2002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네팔 텐트피크(5663m) 등반
2002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네팔 임자체(6189m) 등반
2007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미국 본토 최고봉 마운트 휘트니(4421m) 등반
2008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아콩카구아(6962m) 북면 등반

단장대행현중섭 (65학번) 임학
지원팀 3진

1966년 K.C.C.(Korean Climber’s Club) 창립회원
2002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네팔 텐트피크(5663m) 등반
2006년 네팔 칼라파타르(5500m) 등정
2007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미국 본토 최고봉 마운트 휘트니(4421m) 등정
2008년 서울대농생대산악회 아콩카구아(6962m) 북면 등반
2010년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등반팀 Climbing team

등반지원팀 Support team

사무총장 서윤섭 (69학번) 훈련위원장 정성교 (65학번) 
지원팀 2~3진

기획위원장 김성수 (69학번) 
지원팀 2진

명예지도교수 이승구
지원팀 2진

회장 허길행 (65학번) 
지원팀 1진

회원/부회장 강현규 (79학번) 
지원팀 1진

회원/지도교수 이승환 (80학번) 
지원팀 1진

회원 권태경 (65학번) 
지원팀 3진

대원 및 현지 스태프 expedition memBers &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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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안국전 (65학번)
지원팀1~3진

회원 장낙필 (65학번) 
지원팀 2진

회원 구자란 (72학번) 
지원팀 2진

명예회원 이승우
지원팀 2진

Sirdar
Ngaa Tenji Sherpa (28세) 

Climbing Sherpa
Nurbu Sherpa (28세) 

Climbing Sherpa
“뚱뚱” Mingma Thinduk Sherpa (28세)

현지고용인 Staff

2001년 Chokhamba(7138m)

2003년 Kamet(7756m) 등정

2004년 Shivling(6543m)

2005년 Everest(8850m)

2006년 Kamet(7756m) 등정

2007년 Everest(8850m)

2008년 Everest(8850m) & 

Lhotse(8516m) 등정 

(한국경기연맹원정대)

2009년 Everest 남서벽(8850m) 

8665진출 (박영석원정대)

Climbing Sherpa
Tendi Sherpa (23세) 

BC Cook
Dhurba Rai (41세) 

C2 Cook
Chhring Bhote Sherpa (28세) 

BC Kitchen Boy
“Kitchen” Tendi Sherpa (21세) 

Expedition
Report

Expedition
Report

등반 화보



1. 에베레스트를 향한 카라반의 시작점 루클라. 15도 기운 채 건설된 460m의
활주로를 가진 공항이 인상적이다.

2. 신림동 오름산장에서 출발 전 짐을 정리하고 있다.
3. 이란 산악연맹의 마흐무드 쇼에이 회장(왼쪽), 세븐 서밋 트렉 대표 밍마 셰

르파(가운데), 오영훈 등반대장(오른쪽)
4. 쉬어 가는 롯지에서는 저녁 일과로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곤 했다.
5. 쿰부 셰르파들의 교역의 중심지이자 상행 카라반중 하루를 쉬어 가는 해발

3440m의 남체 바자르 전경

출국~베이스캠프
❶

❷

❸

❹

❺

세계 최고봉을 향한 
발걸음
세계 최고봉을 향한 
발걸음



1.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증세로 힘들어 하는
지점인 두클라(4600m) 전경

2. 페리체의 롯지에서 담소와 함께 저녁 식사 중
인 대원들. 왼쪽부터 허길행 회장, 유선필 대
원, 서정환 대원, 강현규 부회장, 오영훈 등반
대장

3. 네팔의 전형적인 식사 ‘달밧’
4. 카라반 내내 야크들과 함께 걷는다.

❶

❷

❸

❹



1. 칼라파타르에서 내려다 본 눈 덮인 고락셉(4950m)
2. 카라반 중 등반대원들과 지원조 1진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3. 3월 30일. 출국을 위해 공항에 모인 대원들과 회원들
4. 장도를 앞에 두고 출국하는 등반대원과 지원조 1진. 왼쪽부터 안국전, 서

정환, 유선필, 오영훈, 강현규

❸

❹

❶

❷



1. 베이스캠프 전경. 빙하 위 모레
인지대에 설치해 끊임없이 얼
음이 녹아 지형이 매일같이 변
한다.

2. 대원 텐트는 1인당 1동씩 사용
해 여유롭게 지냈다.

3. 신의 가호를 비는 뜻이 담긴 오
색 룽다가 베이스캠프 주변에
펼쳐졌다. 경전이 적힌 천이 바
람에 흔들릴 때마다 경전을 읽
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믿
는다.

4.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나흘 뒤인
4월 15일, 안전한 등반을 기원
하는 셰르파들의 의식 푸자(라
마제)를 지냈다.

베이스캠프
❸

❹

❶

❷

빛나는 별빛 
그러나 부족한 공기
빛나는 별빛 
그러나 부족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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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자(라마제)에 쓰일 과자를 만
드는 ‘뚱뚱’ 밍마 셰르파. 과거
에 쿡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고 한다.

2. 4월 13일, 베이스캠프에서 등반
전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3. 베이스캠프의 매 끼니 식사는
무척 훌륭했다. 쿡인 두르바는
카트만두의 고급 한식점 ‘빌라
에베레스트’에서 일하기도 했고
국내에 두 차례 방문해 직접 요
리를 배우기도 했다.

4. 베이스캠프에 모두 도착한 다음
날(4월 13일)에는 셰르파들과 대
원들이 함께 만찬을 즐겼다. 대
원들과 셰르파들이 연령대가 비
슷하고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아
서로 호형호제하며 가까운 관계
를 원정기간 내내 유지했다.

5. 베이스캠프 주변 빙하 빙벽에서
주마링 연습 중인 유선필 대원.
4월 27일

6. 유일한 다른 한국팀이었던 충남
고OB원정대원들과 함께. 10명
으로 인원도 많고 연령대도 우
리 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오
른쪽 세 번째가 박계훈 대장. 4
월 14일

7. 코리안리 재보험사의 임직원 15
명이 고락셉까지 찾아왔고 우리
원정대에 홍삼 2상자, 맥주 1상
자를 선물하기까지 했다. 박종원
사장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❸

❹

❺

❻ ❼

❶

❷



❶

1. 러셀 브라이스의 Himex 팀에서 4월 18일
개최된 대장단 회의. 약 60여개 팀이 모였
으며, 고정로프 설치 문제, 아이스폴 루트
문제, 환경정화 문제, 대원 분담금 문제 등
을 논의했다. 오영훈 대장이 대표로 참석한
세븐 서밋 팀에서는 200m 로프 3롤을 2캠
프까지 올리는 역할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는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남봉 아랫부
분과 힐러리 스텝 부분에 로프를 두 줄로
설치하자는 점이 의결됐고, 로체도 4캠프
부터 정상까지 로프를 고정시키자고 의결
했다. 하지만 이 팀이 5월 8일 철수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2. 러셀 브라이스 팀이 여러 대원들의 부상
등 루트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끝에 5
월 8일 등반을 전격 취소하고 하산을 결정
했다. 수백 명의 등반가들도 함께 하산했
다. 다급해진 다른 팀들은 세븐 서밋 트렉
의 주최로 다시 대장단 회의를 열었다. 고
정로프 설치가 늦어진 탓에 다들 등반을
걱정하고 있었다.

3. 코리안리 원정대는 월간<마운틴>의 남선
우 대표(가운데)가 고문으로서 동행하고
있었다. 칼라파타르 정상에서 오영훈(왼
쪽), 서정환과 함께. 4월 22일

❹

❺

❻

4. 베이스캠프에는 매일 여
러 대의 헬리콥터가 왕복
한다. 시급한 물품 등을
실어 올리고 환자 등을 실
어 내린다. 이용요금은 천
차만별인데, 사실상 잘 연
결된 인맥이 있으면 저렴
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
다. 보통 베이스캠프~루
클라 구간은 500~1,000
달러 정도다.

5. 베이스캠프에는 자원봉
사 병원 텐트도 들어선
다. 등반이 후반기로 갈
수록 병원은 수많은 환자
들로 넘쳐났다. 차고 밀
도가 낮은 공기에서 생활
하다보니 폐부종 또는 기
관지 관련 질환 환자가 대
부분이다.

6. 옆 인도팀의 대원이 1캠프
를 오르다가 뇌부종으로
후송돼 내려왔다. 그를 들
것에 실어 헬기장으로 이
동시키고 있다. 그는 안전
하게 인도의 병원까지 후
송되었으나 결국 뇌 쇼크
로 사망하고 말았다.

❷

❸



4. 페리체에 모인 등반대원들과 지원조 2진. 왼
쪽부터 서정환, 이승우, 유선필, 구자란, 정성
교, 김성수, 장낙필 대원과 오영훈 등반대장

5. 5월 15일 새벽. 정상공격을 위해 베이스캠프
를 출발하면서 오영훈 등반대장이 라마제단에
서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쌀을 뿌리고 있다.

6. 5월 10일. 베이스캠프에서 지원조 2진 대원들
과 등반대원들이 만찬을 즐기고 있다. 이틀을
머문 지원대원들은 11일 하산했다.

❸

❹

❺

❻

❶

❷
1. 베이스캠프에서 바라 본

아이스폴지대. 오른쪽 봉
우리가 눕체 봉이다.

2. 휴식을 취하러 내려간 등
반대원들은 지원조 2진
을 만나 상행카라반을 함
께 했다. 유선필(맨 앞
쪽), 구자란, 정성교 대원
등이 로부제를 출발해 오
르고 있다. 5월 9일

3. 페리체에서 지원조 김
성수 대원과 등반대 세
명이 두클라를 향해 출
발하려 하고 있다. 뒤
로 보이는 산은 탐세르
쿠(6618m)와 강테가
(6783m) 



1. 전진베이스캠프로 사용되는 2캠프는 해발 6500m의
웨스턴 쿰 상부 모레인지대에 설치한다. 이곳 전용 쿡
도 한 명 고용했으며 대원텐트 외에 본부텐트와 키친
텐트도 크게 설치했다.

2. 해발 6100m의 1캠프 전경. 최초 고소적응 때에만 사
용하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비상용으로
철수하지 않고 설치해 놓았다.

3. 미로같은 아이스폴 구간을 내려가고 있는 서정환 대
원과 나텐지 셰르파. 오른쪽 에베레스트 쪽에서 자주
눈사태가 발생해 위험한 구간이다.

4. 베이스캠프에서 1캠프까지의 아이스폴 구간은 해가
드는 낮에는 눈사태의 우려가 있어 대체로 새벽에 이
동한다. 4월 19일 새벽 4시 50분, 랜턴 불빛이 이어
지고 있다.

1캠프~3캠프
❸

❹

❶

❷

미로 같은 
아이스폴 구간
미로 같은 
아이스폴 구간



1. 4월 28일, 3캠프로 오르는 로체페
이스의 첫 주마링 구간. 올해는 유
난히 적설량이 적어 수백 m의 급경
사를 빙벽등반으로 올라야 했으며
얼음과 돌들이 노출돼 낙석과 낙빙
이 많아 부상자가 속출했다.

2. 3. 베이스캠프~1캠프의 아이스폴
구간에는 여러 곳에 크레바스를 연
결한 사다리를 설치해 놓았다. 사다
리를 통과할 때는 양쪽에 밧줄을 잡
고 건너는데, 앞뒤에서 줄을 팽팽하
게 잡아 주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
이 된다.

4. 아이스폴 구간을 오르고 있는 각국
의 대원들과 셰르파들

5. 크레바스는 시시각각으로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SPCC(셰르파 단체)
에서 ‘아이스폴 닥터’ 팀을 운영,
원정기간 내내 보수를 한다.

❸

❹

❺

❶ ❷



1. 5월 15일 아이스폴 구간을 올라선 직후 에베
레스트 쪽에서 큰 눈사태가 발생해 아이스폴
을 뒤덮었다. 막 올라온 서정환 대원과 누르부
셰르파가 눈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2. 아이스폴 구간에서 사다리를 내려서고 있는
서정환 대원

3. 아이스폴 구간 상부는 잦은 눈사태로 등반로가
완전히 유실된 구간을 지나쳐야 한다. ‘팝콘필
드’라 불리는 이 구간은 모두들 러시안룰렛 처
럼 공포에 떨며 빠른 속도로 지나치곤 했다.

4. 1캠프를 지나 2캠프로 오르는 구간은 조지 말
로리가 이름 붙인 ‘웨스턴 쿰’ 구간으로 넓은
설원이 계속된다. 왼편으로 에베레스트의 거
대한 남서벽이 우뚝 서 있다.

5. 4월 27일 오전 9시 40분, 왼쪽 눕체 정상부에
서 거대한 눈사태가 발생해 웨스턴 쿰을 덮었
다. 이 눈사태로 1캠프의 텐트 수백여 채가 모
두 날아가고 등반 중이던 여러 명의 등반가들
이 사고를 당했다.

6. 2캠프에서 3캠프를 오르는 구간은 만만치 않
다. 본격적으로 고소적응과 체력전을 요구한
다. 6800m 크램폰포인트를 왕복하고 내려오
는 서정환 대원이 2캠프 근처에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❸

❹

❺

❻

❶

❷



1. 2캠프의 키친텐트 내부 및 우리 팀 쿡 치링(오
른쪽)과 다른 팀 쿡 파상. 키친텐트는 세븐 서
밋 트렉 소속 다른 팀들과 함께 사용했다. 2캠
프에서는 무척 춥기 때문에 본부텐트보다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키
친텐트에서 주로 생활했다.

2. 3. 5월 15일, 정상공격을 앞두고 2캠프 본부텐
트에서 산소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4. 2캠프에서도 고용한 쿡을 통해 괜찮은 한식을
매 끼니 먹을 수 있었다.

5. 2캠프에서 남은 잔반은 양지바른 곳에 흩뿌려
놓으면 사람을 따라 올라 온 까마귀들이 쪼아
먹는다. 까마귀들은 심지어 8850m 에베레스
트 정상까지 사람들을 따라오곤 한다.

6. 로체페이스 위에서 바라본 2캠프 전경. 각국
의 텐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❸

❹

❺

❻

❶

❷



1. 에베레스트의 사우스콜(8000m) 4캠프 전경. 약
50여 채의 텐트가 밀집해 설치되어 있다. 사우스
콜은 평평해 텐트를 칠 곳은 많지만 항상 강한 바
람이 불어 오래 지낼 곳이 못 된다.

2. 5월 17일 저녁 6시 30분, 3캠프에 도착한 서정환
대원

3. 로체 페이스를 오르는 오영훈 등반대장. 5월 17일

4캠프

❸

❶

❷

황량한 바람의 거처황량한 바람의 거처



1. 5월 17일, 정상공격을 위
해 로체 페이스 출발 지점
까지 오른 오영훈 등반대장
2. 로체 페이스를 등반 중인

유선필 대원. 5월 17일
3.로체 페이스를 향해 등반

중인 서정환 대원
4. 로체 페이스를 등반 중

인 유선필 대원. 뒤로 웨
스턴 쿰이 펼쳐져 있다.

❸ ❹

❶

❷



1. 1차로 설치했던 3캠프 전경. 그
러나 며칠 뒤 눈사태로 파손되
었다.

2. 1차로 설치한 3캠프가 눈사태
로 파손되어 다시 설치한 3캠
프 전경

3. 3캠프에 도착해 산소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유선필 대원. 유선
필 대원은 3캠프에서 취침은 처
음인지라 이때 텐트에 산소를
틀어놓고 취침했다. 하지만 텐
트를 밀봉해서 그랬는지 오히려
모두들 답답함을 참지 못해 쉽
게 잠들지 못했다.

4. 3캠프에 도착해 원피스 우모복
으로 갈아 입은 오영훈 등반대장

5. 3캠프에서 물을 끓이는 서정환
대원(오른쪽)과 나텐지 셰르파

❸

❹

❺

❶

❷



1. 5월 18일, 4캠프로 향하는 등반로는 같은 날 한꺼번에 등반을 시도한 다른 3백여 명의 등반가들로
정체 현상을 이뤘다. 이 광경에 대해 세계 여러 언론들이 에베레스트의 등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
리를 높였다.

2. 로체 4캠프(7900m)에서 촬영한 제네바 스퍼를 넘어 에베레스트 4캠프로 향하는 등반가들의 행렬

❸

❹

❺

❶

❷

3. 로체 4캠프에 도착한 유
선필 대원은 셰르파들과
함께 텐트를 설치했다.

4. 사우스콜 4캠프에 도착
한 오영훈 등반대장이
산소를 마시며 짧은 휴
식을 취하고 있다.

5. 5월 17일 오전 10시 30
분, 서정환(오른쪽), 유선
필 대원이 먼저 2캠프를
출발하려 하고 있다. 오
영훈 대장(왼쪽)은 오후
1시 2캠프를 출발했다.



1. 5월 19일 오전 4시 30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오영훈 대장
2. ‘에베레스트의 가로등’. 5월 18일 저녁 9시, 4캠프를 선두로 출발해 발코니로 오르던 오영훈 등반대장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
3. 제네바 스퍼에서 올려다 본 에베레스트 남면. 오른쪽 안부가 사우스콜(8000m)이고, 남동릉 등반루트는 오른쪽

사면의 쿨르와르를 타고 오르다가 능선 중간에 튀어나온 발코니(8400m)를 올라선 후 능선을 따라 남봉 정상
(8750m)까지 오르게 된다. 이어 뒤쪽으로 정상까지 암릉 구간이 이어진다.

정상
❶ ❷

❸

2012년 5월 19일 
4시 30분
마침내 
현실이 된 정상!

2012년 5월 19일 
4시 30분
마침내 
현실이 된 정상!



1. 에베레스트와 로체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유선
필 대원(오른쪽)과 밍마 셰르파

2. 로체를 등반 중인 유선필 대원
3. 로체 정상 바로 아래에 오른 밍마 셰르파
4. 로체 정상 바로 아래에 오른 유선필 대원
5. 로체 등정 후 내려와 4캠프에서 취침 중인 셰

르파들
6. 에베레스트와 로체 갈림길에서 오영훈 대장.

뒤로 에베레스트가 하얀 입김을 내뿜고 있다.
7. 로체페이스 앞에 꽂혀 있던 스틱들. 이 중에

영영 찾아가지 않는 스틱도 있을 것 아닌가?

❸

❹ ❺

❻

❼

❶

❷



베이스캠프~귀국

❸

❹

❺

❶

❷

4. 한밤중이었지만 대원들이 귀국하는 날 공항으로 여러 회원들이 환영을 나왔다.
5. 5월 2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등반대원들. 왼쪽부터 유선필 대원, 오영훈 등반대장, 서정환 등반부대장

1. 카트만두에 내려와 ‘히말라야 데이
터베이스’의 빌리 여사(가운데)에게
리포팅을 하고 있는 오영훈 등반대
장. 왼쪽은 무산소/노셰르파로 로체
등반을 시도했던 루마니아의 알렉
스 가반. 폐 관련 질환으로 정상을
포기했다.

2. 5월 21일, 베이스캠프로 하산해 지
원조 세 명과 등반대원이 상봉했다.
왼쪽부터 정성교, 현중섭, 오영훈,
유선필, 안국전

3. 현지 대행사 세븐 서밋 트렉에서 등
반 성공 기념 만찬을 베풀어 주었
다. 함께 한 다른 팀 대원들과 함께
네팔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1. 6월 16일, 해단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2. 보고회 중에 전 대원 소개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3. 해단식 중 오영훈 등반대장이 허길행 회장에게 산악회기를 반환하고 있다.
4. 서울대학교내 강당에서 열린 보고회 겸 해단식에서 오영훈 대장이 등반 과정에 대해 상세

하게 설명하고 있다.
5. 발대식에 비해 소규모로 치러진 해단식은 오히려 원정의 전후 과정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고 모두 이에 집중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❸ ❹

❺

❶

❷



1. 해단식이 진행 중인 강당 밖에서는 등반 사진전도 진행되었다.
2. 해단식을 마친 뒤 인근 교내 교수식당에서 간소하게 만찬이 이어졌다. 이어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악회의 홈커밍데이가 이어졌고 이 행사는 이튿날까지 계속됐다.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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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1989. 3 ~ 5월 북미 최고봉 데날리(일명 매킨리) 등정

-2008. 12 ~ 2009. 1월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

-2009. 7 ~ 8월 유럽 최고봉 엘부르즈

-2010. 7 ~ 8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2012. 3 ~ 6월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

■ 2008년 12월 21일 ~ 2009년 1월 11일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6962m) 원정 등반(등정실패)

■ 2009년 8월 9일~8월 18일 유럽 최고봉 엘부르즈(5642m) 등정

■ 2009년 10월 2012년 50주년기념 해외원정등반 계획 수립 확정

•에베레스트 등반 추진위원회 운영

•대상산 : 에베레스트(8850m), 로체(8516m)

■ 2010년 3월 1일 추모산행 및 총회, 5월 봄 홈커밍데이 임시총회

•에베레스트 원정등반 계획(안) 보고

•에베레스트 원정대 조직 구성 : 추진위원회, 원정대장, 등반대장, 등반대원 등

•추진위원회 구성, 재무계획, 추진일정 등 세부계획 확정

- 단장 : 진교춘(62학번), 부단장 : 현중섭(65학번), 사무총장 : 서윤섭(69학번)

•홈페이지 내 50주년 기념사업(에베레스트 원정)관련 별도 페이지 구성

■ 2010년 10월 추진위원회 매달 1회 정기모임

(현중섭 부단장 사무실)

•2010년 12월까지 원정대원 선발

•등반비 모금, 1단계로 추진위원회 경비 모금 착수

•2011년 본격적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등반 시작

■ 2010년 12월 등반대원 선발(OB3명, YB1명), 

지원대원 선발(OB14명)

•1차 등반대원 선발 : 정철의(87학번), 오영훈(97학번),

서정환(02학번), 유선필(10학번)

■ 2010년 12월 원정등반 계획(안)의 보고 및 훈련 계획 확정

•동계훈련 시작(2011년 1월 한라산, 설악산 동계 빙설벽, 어센딩 및 정상등정 훈련, 장거리 운행,

서울근교 빙벽, 암벽 훈련 등)

■ 2011년 1월 예산확보 및 원정추진 지원을 위한 TaskForceTeam구성

•예산편성, 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

원정추진 배경

2012년은 서울농대산악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2012년을 대비한 기념사업

의 기획과 추진이 2008년 3월 산악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모든 회원으로부터 요구되었

다. 그 당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신임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월례회의를

통해 50주년 기념사업 기획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기획안은 2008년 5월 봄 홈커밍데이 임시총회에서 2012년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에 ‘고산등정’

과 산악회 50년의 발자취를 담은 〈50년사 발간〉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중

에서 고산등정사업은 2008년 가을 가족산행 임시총회에서 5대륙 최고봉 등정계획으로 구체화되었

다. 이에 따라 5대륙 최고봉 등정계획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아콩카구아 원정 등반, 2009년 8월

엘부르즈 원정등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09년도 10월 고산등정사업단 운영위원회의에서

50주년 기념 해외등반 대상지로 그 동안 축적한 산악회의 해외등반경험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최고봉이면서 아시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원정추진 경과

■ 2008년 4월 집행부 월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50주년 기념사업 기획안 작성 통과

■ 2008년 5월 봄 홈커밍데이 임시총회 상정 통과

•2012년 50주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고산등정사업단 발족 및 1962년 산악회 창립에서 2011년까지의

발자취를 담은 〈50년사 발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사업단 구성 : 고문(전양, 61학번), 단장(진교춘, 62학번), 부단장(현중섭, 65학번)

■ 2008년 11월 가을 가족산행 임시총회에서 5대륙 최고봉등반사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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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월 원정세부계획 및 공식적인 홍보시작

•원정대명 : 2012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대

(2012 Mt. Everest Expedition Team, CALS(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AlpineClub

•일정 : 2012. 3. 26 ~ 2012. 6. 9

•루트 : 에베레스트(8850m) 남동릉 및 로체(8516m)

•대원 : 단장 진교춘(62학번), 부단장 현중섭(65학번) 외 4명, 등반대 지원조 10명

•예산 : 약 2억원

•등반대원 선발 : 정철의(87학번), 오영훈(97학번), 서정환(02학번), 유선필(10학번), 등반대 지원조

OB10명

■ 2011년 3월 에베레스트 등반 계획 확정

•대외 홍보용 계획서 제작 및 발송

•최종 등반대원 선발 : 2011년 6월말, 지원대 구성 : 2011년 10월

•기본훈련 및 등반대 합동훈련 : 연중실시, 2011년 7월~8월 설악산, 2011년 10월~2012년 1월

(설악산 동계 빙설벽, 어센딩 및 정상등정 훈련, 장거리 운행, 서울근교 빙벽, 암벽 훈련 등)

•현지 정찰 및 적응훈련 : 2011년 12월 ~ 2012년 2월

•국내 장비 및 식량 구입 : 2012년 1 ~ 2월

■ 2011년 3월 총회 산악회 집행부 개편, 회장(허길행, 65학번), 총무(정동활, 80학번)

•50주년 기념 해외등반 서울대학교 차원의 지원 및 대외섭외 추진(프리젠테이션 실시) 및 원정등반

모금 추진

■ 2011년 9월 홍보 및 기금모금을 위한 임시총회

•원정대행사 <유라시아트렉> 협의

■ 2011년 10월 대외섭외

•서울대 농생대 동창회, 산림청, 장수막걸리, 진로소주, 노스페이스, 야미푸드, ㈜세원,

셀트리온제약, 토탈컴스시스템사, ㈜하림 등

■ 2011년 12월 16일~2012년 1월 3일 정찰등반

•대상산 :  로부체 동봉(6,119m)

•대원 : 오영훈(97학번), 서정환(02학번), 유선필(10학번)

•카라반 루트와 베이스캠프정찰, 고소 적응 훈련, 현지 대행사 Seven Summit Treks 접촉 및 장

비, 식량 점검

■ 2012년 1월 원정대원 및 지원대원 최종 확정(총 17명)

•진교춘 단장(62학번), 현중섭 부단장(65학번), 오영훈 등반대장(97학번, 운행/통신/기록),

서정환 부대장(02학번, 장비), 유선필(10학번, 식량/의료)

-지원대원 : 이승구 명예지도교수, 허길행(회장, 65학번), 이승환 지도교수, 안국전(65학번),

권태경(65학번), 정성교(65학번), 장낙필(65학번), 이승우 명예회원(67학번), 서윤섭(69학번),

김성수(69학번), 구자란(72학번), 강현규(79학번)

■ 2012년 2월~3월 장비 및 식량구입, 입산신청, 포장 및 수송 등 최종 준비

■ 2012년 3월 26일 발대식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오후 6시

■ 2012년 3월 30일 본대 출국

•오영훈 등반대장(97학번), 서정환 부대장(02학번), 유선필 대원(10학번), 허길행 회장(65학번),

안국전 대원(65학번), 강현규 대원(79학번)

•원정기간 : 3월 30일 ~ 5월 25일

■ 2012년 4월 30일 지원대 2진 출국

•정성교 대원(65학번), 장낙필 대원(65학번), 이승우 대원(67학번), 김성수 대원(69학번),

구자란 대원(72학번)

•트레킹 일정 : 4월 30일 ~ 5월 15일, 5/10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EBC) 도착

■ 2012년 5월 7일 지원대 3진 출국

•이승구 명예지도교수, 이승환 지도교수, 현중섭 부단장(65학번), 권태경 대원(65학번),

안국전 대원(65학번)

•5월 17일 EBC도착

■ 2012년 5월 19일 

•오영훈 등반대장(97학번)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

•유선필 대원(10학번) 로체봉 정상 등정

■ 2012년 5월 21일 철수, 하산

■ 2012년 5월 22일 하행 카라반 출발

■ 2012년 5월 22일 카트만두 도착, 행정업무 처리

■ 2012년 5월 25일 오전 인천공항 귀국 및 귀국 환영회 개최

■ 2012년 6월 16일 등정보고회 및 해단식(서울대학교 농생대 203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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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대식 인사말/허길행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악회 회장

우리 산악회의 에베레스트 원정을 축하하고, 원정대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모든 분주한 일정을

제쳐두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저희 산악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자 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이학래 농생대 학장님, 정철영 학생처

장님, 정윤환 농생대 동창회장님, 한국 산악계를 대표하신 대한산악연맹 이인정 회장님, 한국산악

회 장승필 부회장님, 서울특별시산악연맹 조규배 회장님과 산악인 여러분, 그리고 산을 정말로 사랑

하시는 서울대 교수산악회 류한일 회장님 등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산을 아끼시는 산악 언론계

언론인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사 대표님들, 개별 후원인들, 그리고 회원들께도 깊

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 산악회는 1962년 창립이래 50년간 무수히 산을 오르며, 보다 높은 곳을 향한 꿈을 꾸어 왔

습니다. 이번 에베레스트 원정은 그간 면면히 이어온 산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확인하고 긍지를

높이는 우리 산악회의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회원들로서는 서울대학교 처음으로 세

계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보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정, 사람, 그리고 시간이 맞아야 하며,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어려운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귀중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정신, 협동

심, 그리고 끈질긴 지구력입니다. 서울대인들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덕목

은 저를 비롯한 많은 서울대인에게 부족한 덕목들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원정을 계기로 우리 서울대

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러한 덕목이 고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이번 에베레스트 원정을 계기로 농생대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대생들이 산에 대해 보다 많을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 산악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이번 원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원정이 무사히 성공할 수 있도

록 성원해 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원정길에 오르는 등반대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반대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물러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물러서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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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추진위원회 구성

〈산악회 임원〉
회장 허길행(65학번)

부회장 김용득(71학번), 강현규(79학번)

총무 정동활(80학번)

재무 강치선(83학번)

〈원정추진위원회〉
단장 진교춘(62학번)

부단장 현중섭(65학번)

사무총장 서윤섭(69학번)

등반 현중섭(65학번), 오영훈(97학번), 서정환(02학번)

재정 손희영(73학번), 김태용(77학번), 홍하일(81학번)

총무/학술/기록 김성수(69학번), 문민규(04학번), 유선필(10학번)

훈련단 정성교(65학번), 장경철(68학번), 이양섭(72학번), 정철의(87학번), 유지상(07학번)

대외섭외/홍보 정진세(69학번), 이승환(80학번), 구경모(83학번), 오영훈(97학번)

장비/식량 서정환(02학번), 김태진(04학번), 유선필(1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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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3월 26일 / 장소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오후 6시

2012 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 발대식



■ 발대식 축사/이학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안녕하십니까?

농생대 학장을 맡고 있는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의 이학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허길행 회장님, 진교춘 등반추진위원장님, 이승구 지도교수님을 비롯

한 농생대산악회 동문여러분을 만나 뵙고,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우리 졸업

생, 재학생 대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서울대 농생대 산악반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분으로는 전양 교수님과 이승구 교수님 두분을 가장 가

까이서 뵈어오고 있습니다. 전양 교수님은 제가 충남대 재직시절 같은 과에서 4년반을 함께 지내면서 여

러 가지 조언을 많이 들려주셨었습니다. 물론 얘기 중간에 산악반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저로서는 잘 상

상이 안가는 고급 수준의 등산관련 무용담도 많았습니다. 그 때부터 농생대 산악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

들의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로 오니 이승구 교수님을 통해서 산악반을 더욱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관악캠

퍼스로 이전한 다음부터 삼성산을 넘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산악반 지도교수님의 자격이 충

분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알게 된 비밀은 이 두 교수님 모두 산악반의 정식 멤버에

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교수님은 2번의 번호를 부여받으셨지만 창립멤버보다 1년

선배이신 분이 두 분 계셨던 관계로 정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번호를 부여 받으셨다고 고백해 주셨

습니다. 이승구 교수님께서도 정식 회원이라기 보다는 지도교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난 다음 제가 등산의 대가로 존경해마지 않았던 두 분이 회원이 되지 못한 농생대산

악회의 입회 자격이 얼마나 높은 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생대산악회는 그야말로 실력과 능력

으로, 동지애와 선후배의 정이 충만한 동문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조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2년 창립된 농생대산악회는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 등반 등 서울대의 다른 단과대학 산악반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수준의 등반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재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

금 수여 등 선후배간의 끈끈한 연대감으로 뭉쳐 왔기에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베레스트 남동릉 등반도전은 농생대산악회의 끈적끈적한 단결력과 추진력, 다른 조직에서

는 통할 수 없는 상명하복형 조직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생대산악회는 많은 도전을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

다. 서울대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에베레스트 등정을 꿈꾼 자체가 큰 용기였습니다. 저는 용기

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로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법입니다. 농생대산악회 여러분께서 에베레스트 남동릉 등반에 함께 하실 것이

기에, 앞장서 전진하는 등반대에게 무한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

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저는 원정대에게 세 가지 바램이 있습니다.

첫째, 원정을 마친 다음 이곳에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원정을 마친 다음 이곳에 모일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원정을 마친 다음 모인 사람 모두 더욱 건강한 몸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도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이 아름답게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발대식72

1. 축사를 하는 이학래 학장

2. 축사를 하는 정윤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

3. 필승을 다짐하는 원정대원들과 교수진들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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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보고

서정환 | 등반부대장

■ 훈련산행

1차 2011년 01월 09일 수락산 금류폭포 기초 빙벽등반 10

2차 1월 21~22일 불암산, 수락산 능선종주  4

3차 1월 29~30일 한라산 설상등반 5

4차 2월 19~20일 도락산 산학폭 수직 빙벽등반 5

5차 2월 26일 북한산 인수봉 동계 암벽등반 3

6차 3월 12~13일 북한산 일원 야간 암벽등반, 비박, 능선종주 3

7차 3월 26일 북한산 인수봉 암벽등반 6

8차 4월 9일 소요지맥 능선종주 6

9차 5월 13~14일 북한산 인수봉 야간 암벽등반, 비박, 암벽등반 2

10차 6월 17~19일 북한산 인수봉 암벽등반 9

11차 7월 23일 북한산 12성문 능선종주  3

12차 8월 21~27일 설악산 일원 하계장기종주  4

13차 9월 18일 북한산 인수봉 암벽등반 6

14차 10월 15일 북한산 12성문 능선종주  4

15차 11월 4~5일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연속능선종주 3

16차 11월 19일 광교산, 바라산, 백운산, 청계산  연속능선종주  6

17차 12월 3일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연속능선종주 5

18차 12월 16일 ~ 1월 3일 네팔 쿰부 히말라야 일원 현지 정찰 및 적응등반 3

19차 2012년 2월 3~4일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연속능선종주 2

20차 2월 11일 북한산 12성문 능선종주 7

21차 2월 19일 북한산 인수봉 동계 암벽등반 2

22차 3월 4일 북한산 12성문 능선종주 2

23차 3월 16~17일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연속능선종주 2

국내훈련 22회, 해외훈련 1회 진행 연인원 102

회차 일시 대상지 훈련내용 참가인원

1. 진교춘 단장과 현중섭 단장대행이 등반대원을 소개하고 있다. 

2.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맨 오른쪽)과 산악인 김창호씨가 허길행 회

장(맨 왼쪽) 및 오영훈 등반대장에게 에베레스트 그림 1점을 증정하고

있다.

3. 허길행 회장이 오영훈 등반대장에게 산악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4. 3월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내외빈 120여 명

이 참가했다. 무사 등반을 기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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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총평
•2011년 1월 부터 2012년 3월 까지 국내훈련 22회, 해외훈련 1회, 총 23회의 원정대 공식 훈련산

행을 하여 월 평균 약 1.53회의 훈련산행을 하였다. 

•훈련참가 연인원은 102명으로 각 훈련산행에 평균 4.43명이 참여하였다. 

•2011년 6월까지는 암빙설에서의 기술훈련에 중심을 두고 훈련하였으며, 2011년 7월 이후에는 능

선종주 위주의 체력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후반기 체력훈련에서 당일산행으로는 북한산 12성문 종주를, 무박 2일 산행으로는 불수도북 종주

를 주로 하였다.

•목표로 하는 에베레스트 남동릉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아 장시간 운행할 수 있는 체력을 만

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훈련하였다. 특히 정상시도에 대비한 불수도북 무박 2일 종주는 체력과 정

신력,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최종 등반대원이 3명인데 오영훈 대원은 미국에서 공부중이었고, 서정환 대원도 대학원생이라 다

함께 3박 이상의 장기산행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인훈련은 대원자율에 맡겨 진행했는데, 관악산, 교내 체력단련실, 순환도로, 임공암벽, 대운동

장 등에서 각자 시간에 맞춰 훈련하였다.

본 원정대는 3명의 소규모 대원으로 구성돼 에베레스트와 로체 두 산을 모두 등정했다. 고용된 4

명의 셰르파의 도움 속에서 적절한 운행 및 고소적응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1. 구간별 분석

1) 루클라(2750m)~베이스캠프(5400m) : 7~10일 소요

잘 알려진 구간인 반면 특기할 점은 베이스캠프 자체가 길다는 것이다. 이번 원정 시즌에는 베이스

캠프 입구부터 가장 위쪽의 텐트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될 정도였다.

2) 베이스캠프(5400m)~1캠프(6100m) 아이스폴 : 3~5시간 소요

아이스폴 지대의 위험은 두 가지로 압축될 것이다. 하나는 약 20여 개(금번 원정의 경우)의 크레바

스를 통과할 때 추락할 위험, 다른 하나는 에베레스트 쪽에서 쏟아지는 눈사태가 그것이다. 눈사태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통 새벽 3~5시경 출발해 해가 들어 따뜻해지기 이전에 아이스폴 구간을

지나가곤 한다. 

3) 1캠프(6100m)~2캠프(6500m) 웨스턴 쿰 : 1~2시간 소요

서너 개의 크레바스만을 제외하고 완만하게 펼쳐진 웨스턴 쿰은 그다지 위험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개 이 구간을 지나는 시각이 낮 시각인 것을 감안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 모두들 쉽

게 지치기 마련이다. 또한 양쪽의 높은 언덕에서 커다란 눈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4) 2캠프(6500m)~3캠프(7200m) 웨스턴 쿰 & 로체페이스 : 4~6시간 소요

2캠프 이상 로체페이스에 다다르기 전까지도 약 3백 여 미터의 고도를 올리는 웨스턴 쿰 설원

을 올라야 한다. 별다른 위험은 없지만 이 역시 더울 때 운행하면 쉽게 지치는 곳이다. 이후 로

체페이스는 3캠프의 건설 위치에 따라 약 400~600미터를 30~50도 경사도의 빙설벽 구간을

등반해야 한다.

이 구간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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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보고

오영훈 | 등반대장

1. 훈련등반차 12월부터 1월에 이르기까지 20여 일에 걸쳐 에베레스

트 앞의 로부체 동봉(6119m)을 등반했다. 정상에 선 오영훈, 서정

환. 당시 등반 중에 유선필 대원은 남체~텡보체 구간에서 폐부종

증세로 의식불명까지 이르는 급성고산병을 앓기도 했다.

2. 3. 4. 본격적인 원정을 눈앞에 두고 등반대원들과 지원조 대원들

은 경희대 수원캠퍼스의 저압저산소트레이닝센터에서 고소적응

훈련을 가졌다.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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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설량이 적을 경우 낙석

2) 등반시간이 늦어질 때에는 로프가 얼음에 묻혀 하강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보통 이곳까지 고소

적응 차 등반한다.

5) 3캠프(7200m)~4캠프(7950m) 로체페이스 : 4~6시간 소요

로체페이스 경사면을 줄곧 등반해야 하며 80도 경사 암벽구간을 포함한 ‘옐로우 밴드’, 이어 ‘제

네바 스퍼’를 넘으면 4캠프가 위치한 사우스콜에 다다른다. 로체페이스는 옐로우 밴드를 넘어설 때

까지 줄곧 가파른 경사면이어서 다른 등반가를 앞질러 가기가 불편하다. 제네바 스퍼는 트래버스하

는 형태로 오르기 때문에 그다지 가파르지 않다. 옐로우 밴드와 제네바 스퍼에는 각기 수많은 하켄

과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 이 구간부터는 정상공격 때에만 등반해도 된다. 정상공격 때라면 보통 해

가 뜬 뒤(오전 8시) 3캠프를 출발, 정오 또는 이른 오후에 4캠프에 도착하곤 한다.

6) 4캠프(7950m)~에베레스트 정상(8850m) : 7~12시간 소요

4캠프를 출발해 완만한 사면을 따라 오르면 점차 경사가 심해진다. 발코니(8400m) 직하까지

점점 가팔라진다(최고 50도). 2~3시간 소요. 발코니에는 여러 명이 함께 쉴 수 있고 바람을 피

할 바위가 있으며 보통 이곳에 사용하던 산소통을 데포시키곤 한다. 발코니에서 남봉 정상

(8750m)까지는 능선을 등반하므로 좌우로 바람에 노출된다. 이 역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

진다. 2~3시간 소요. 남봉 정상 직하 부분에서는 자잘한 낙석

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봉 정상을 바로 넘어서면 작은 안부가

있고 동벽쪽에 형성된 커니스로 바람을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부터는 바위와 눈이 섞인 능선을 등반해

야 한다. 큰 어려움은 없지만 몸을 크게 움직여야 하는 구간들

이 많다. 0.5~2시간 소요. 힐러리스텝은 침대 크기만 한 바위

두 개를 붙여 놓은 형태로 여러 가닥의 고정로프가 있다. 한 번

에 두 명이 지나가기란 불가능하다. 힐러리스텝 이후로는 좀

더 복잡한 암벽 능선을 지나친다. 그다지 어려움은 없지만 남

벽 쪽으로 노출된 곳이라 주의를 요한다. 이윽고 정상에서 30

미터 거리에는 우측(동벽쪽)으로 작은 굴 모양의 안부가 있어

서너 명이 바람을 피할 만 하다. 0.5~2시간 소요. 

전체적으로 4캠프 이후 마지막까지의 구간은 꽤 가파른 편이

며 바람에 노출되는 구간이 많다. 등반 시 높은 고도와 추위로

인해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추락 또는 눈사태,

낙석 등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등정 후 또는

등정 시도 중 체력 저하로 인한 동사가 단연 가장 큰 사고의 위

험이다. 저산소로 인한 설맹, 정신착란 증세 등이 사고를 유발

하기도 한다. 

2. 셰르파 운용
본 원정대는 4명의 ‘클라이밍 셰르파’를 고용했다. 이중 1명은 로체 등반 경험이 있어 유선필 대원

을 도와 로체를 오르게끔 하였고 남은 3명은 에베레스트를 시도했다.

에베레스트 등반에서는 루트설치가 관건인데, 오늘날 이 작업은 당해 시즌 베이스캠프에 모인 모

든 팀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맡는다. 그러한 논의 등은 물론 원정대의 대장을 거치기도 하지만 사실

상 셰르파들 사이에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고소캠프 설치, 물자 운송 등등 또한 셰르파들이 거의 모

든 경우에 사다의 관할 아래 직접 결정한다. 즉 사실상 일반적인 에베레스트 등반에서 구체적인 루

트 설치 또는 캠프 운용 등에 관해 셰르파 이외의 대원들이 맡는 역할은 미미하다.

정상 공격 전까지는 대원 전담 셰르파가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셰르파는 계속해서 물자를 수송

하고 대원들은 고소적응에 임하는 셈인데, 다만 그 과정에 대원과 셰르파가 함께 운행하는 형식이

다. 이윽고 정상등반의 준비가 끝나면 대원들과 셰르파들의 상태에 따라 셰르파-대원 조를 짠다.

이는 4캠프~정상의 구간에서만 적용된다. 에베레스트의 3명의 셰르파 중 나 텐지(사다)-오영훈, 누

르부&텐디-서정환 조를 구성했다.

3. 대원별 운행
비록 3명의 적은 수지만 각자의 컨디션에 맞추어 개별적인 등반을 했다. 이를 개략하면 다음

과 같다.

1) 상행카라반 중 유선필 대원의 상태를 고려 오영훈, 유선필 대원은 베이스캠프 입성을 하루

늦추었다. 

2) 베이스캠프 도착 3일 차 폐부종 증세를 보인 유선필 대원은 홀로 또는 셰르파와 함께 도보로 페

리체(4240m)로 하산, 이어 헬리콥터로 루클라(2840m)까지 하산한 뒤, 늦게 상행카라반을 추진한

인도원정대(역시 세븐서밋트렉 대행)와 함께 베이스캠프로 올라왔다(남체까지 헬리콥터 이용 포함). 

3) 오영훈, 서정환 대원은 고락셉을 경유 칼라파타르를 오르기도 하면서, 1캠프를 1박 포함 왕복한

뒤 2캠프까지 전진했고, 로체페이스 하단까지 함께 진출했다. 이후 서정환 대원은 휴식을 위해 셰르

파와 함께 베이스캠프로 하산한 뒤 나중에 다시 올라온 반면, 오영훈 대장은 2캠프로 한 번 오른 뒤

총 11일을 체류했다. 이 중 셰르파와 함께 3캠프를 왕복(1박 포함) 했다(4/28).

4) 베이스캠프에서 조우한 서정환, 유선필 대원은 함께 2캠프로 등반을 출발(4/29)했지만 유선필

대원은 1캠프에서 1박 후 2캠프로 올랐다.

5) 2캠프에서 서 대원은 1차례 로체페이스 앞까지 전진한 뒤 3캠프를 왕복(1박 포함)했고, 유 대원

은 2차례 로체페이스까지 전진한 뒤 오 대장과 함께 3캠프를 왕복했다.

6) 딩보체와 페리체에서의 휴식일은 총 6일간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 원정대의 사례 및 셰르파 등

의 조언에 따른 것인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본인의 소견은 베이스캠프

에서 충분히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굳이 하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7) 정상공격을 위해 전진할 때에는 숙박만을 함께 했을 뿐 대원들이 모두 등반 속도가 다르므로 개

별적으로 이동했다. 즉 출발 시각도 다르게 했다. 대원들이 3캠프에서 숙박하고 출발할 때 사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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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다른 셰르파들은 2캠프에서 바로 출발해 대원들과 함께 오르는 식으로 올랐다. 4캠프에는

미리 짐을 올려놓긴 하지만 정상공격 당시에도 셰르파들은 대원들과 함께 오른다기보다는 짐을 수

송한다는 개념으로 오른다.

8) 정상공격은 많은 경우 셰르파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는 전적으로 대원의 등반 속도와 의지에 달려 있다. 너무 고집을 피울 수도 없으며 적절한

판단만이 안전한 하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9) 등정 후에는 당일 가급적이면 4캠프를 벗어나 2캠프까지 내려오는 게 좋다. 다시 4캠프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면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튿날 더 큰 체력 손실이 예상될 뿐이다. 하지만 많

은 등반가들이 등정 후 4캠프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월 30일 서울 ⇒ 인천 ⇒ 카트만두(1281m)

〈 서정환 〉

원정을 떠나기 전은 늘 바쁘고 피곤하다. 이번 원정도 출발하기 직전까지 짐을 싸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만날 사람은 많고, 할 일은 끝이 없다. 밤을 새서 준비를 마치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샤

워를 하니 피로가 좀 가신다. 공항까지 데려다 줄 성교형님과 성수형님께서 5시가 좀 지나 도착하신

다. 태진이도 함께 형님들 차에 나눠 타고 공항으로 향한다. 공항으로 가는 성수형님 차에서 한잠자

고 일어나니 인천공항이다.

공항에는 유라시아 트렉의 서기석 형이 먼저 와 계신다. 형님들이 도착하시고 체크인을 마치고 기

념사진을 찍었다. 기념사진을 찍느라 겨울옷을 입었더니 덥다.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입

국장에 들어간다. 면세점에서 시계를 하나 사고, 탑승게이트로 가서 탑승을 기다린다. 가벼운 옷으

로 갈아입고 비행기에 오른다. 예정보다 좀 늦게 이륙을 한다. 밤을 새고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정신이 좀 멍하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좀 개

운하다. 

카트만두에 도착하니 여긴 봄도 지나 초여름 날씨다. 입국수속을 하는데 줄이 길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1시간쯤 기다려 입국수속을 끝내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니 파상이 기

다리고 있다. 세 달 만에 만나니 반갑다. 호텔로 이동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 타멜과는 좀 떨어

져 있는 Hotel Gangjong에 도착하여 짐을 방에 두고 타멜까지 걸어갔다. 다들 배가 고파 지

난 로부체 원정 때 자주 갔던 티베트 식당에서 이른 저녁을 먹었다. 피곤해서 그런지 많이 먹

히지 않는다. 

식사 후 거리로 나가 장비점을 둘러본다. 로부체 원정 때 묵었던 호텔 타멜 앞에 있는 장비점에서

침낭을 하나 샀다. 진품인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물건을 싸게 샀다. 쇼핑을 마치고 호

텔로 돌아가는 길에 맥주를 마셨다. 치킨 안주로 제법 마셔 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현규형님께서 쏘

셨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자 너무 피곤하다. 침대에 누워 잠시 쉰다는 게 깜빡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 샤워를 하고 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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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별 캠프 이동시간(정리 : 서정환)

4/16 4/17 
5:00 2:00

4/24 5/3 4/24 5/3 4/28 4/29
3:00 1:30 1:30 0:50 4:30 1:30

5/15 5/21 5/15 5/21 5/17 5/19 5/18 5/19 5/18~19 5/19
2:30 2:00 1:00 0:40 5:00 3:00 8:30 2:00 7:15 5:20

4/16 4/17
6:25 2:15

4/24 4/27 4/24 4/27
3:40 1:55 3:15 1:00

4/29 5/2 4/29 5/2 5/1 5/2
3:40 2:30 3:40 1:05 7:40 2:50

5/15 5/21 5/15 5/21 5/17 5/20 5/18 5/19 5/18~19 5/19
4:10 6:00 3:30 3:00 8:00 8:30 9:00 4:30 10:30 5:00

4/29 기록 4/30 기록 5/02 기록
6:00 없음 2:30 없음 4:30 없음

5/15 5/21 5/15 5/21 5/17 5/20 5/18 5/20 5/18~19 5/19
4:10 3:00 2:20 1:30 6:30 2:00 8:30 4:00 11:30 5:00

BC ~ C1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C1 ~ C2 C2 ~ C3 C3 ~ C4 C4 ~ 정상

오영훈

에베레스트

등정

서정환

에베레스트

8600m

도달

유선필

로체 등정

등반기

오영훈 | 등반대장
서정환 | 등반부대장
유선필 | 대원



해서 그냥 있었다. 잘 하지는 않아도 제법 시원하다. 끝나고 얼마냐고 하니 1200루피라 한다. 말도

안 된다고 500루피를 주고 나왔는데 별 말이 없는 걸로 봐선 그것도 많이 준 듯.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베스킨라빈스가 있어 들어가니 카페에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이다. 5~6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다. 아이스크림과 애플파이 한 조각을 먹으며 잠시 쉬는데, 이

동네 (호텔 근처) 는 제법 조용하고 가게들도 고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번에 봤던 Big Mart에 들

어가 구경하고, 호텔 근처 구멍가게에 큰 슬리퍼가 있길래 샀다. 여기선 큰 신발 구하기가 어렵다.

호텔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빨래도 하고 휴식.

7시 반에 밍마와 빌라 에베레스트에서 저녁을 먹기로 해서, 7시쯤 호텔을 나서 걸어갔다. 밍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에베레스트 맥주를 한 잔 하며 불고기 세트로 저녁을 배불리 먹었다. 소화

도 시킬 겸 호텔까지 걸어왔다. 대충 정리하고 씻고 책을 좀 보려 했으나 나도 모르게 기절. 

- 내일 10:30 비행기, 08:30에 호텔 출발

■4월 2일 카트만두(1281m)

〈 유선필 〉

오늘은 출발 예정일이다. 막상 출발하려는데 떨린다. 빨리 루클라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

다. 그런데 날씨 때문에 밀린 사람들이 먼저 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탈 가능성이 높단다. 

그래도 가서 기다렸다. 아침 8시쯤부터 3시까지 기다리다 결국 타지 못하고 돌아왔다. 점심 겸 저

녁은 또 빌라 에베레스트다. 점원 얼굴을 외우겠다. 밥을 먹고 쇼핑을 했는데 파일 재킷으로 좋은 제

품을 발견해서 이 제품을 원정대 관련 사람들에게 돌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주인에게 한 200개 정

도 구매할 수 있겠냐고 하니 주인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쇼핑을 하고 들어와서 잤다. 내일은 떠

나면 좋겠다.

■4월 3일 카트만두(1281m)

〈 서정환 〉

어제 저녁을 일찍 먹고 운동을 좀 하고 자서 그런지 일어나서 몸이 가볍다. 호텔조식을 먹고 공항

으로 간다. 공항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어제 산 파일후드집업을 입었는데 따뜻하

고 편하다. 원정기간 내내 잘 입을 것 같다. 공항에서는 늘 기다림의 연속이다. 형님들께서는 두르바

형과 함께 헬기로 먼저 루클라로 떠나셨다. 10시가 좀 지나 치링이 루클라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도

못 갈 수도 있단다. 일단 기다리기로 한다. 책을 보는데 고개를 너무 숙여서 그런지 목이 아프다. 아

침 - 아니 새벽인가 - 을 너무 일찍 먹어 10시가 지나자 배가 고프다. 행동식을 먹으며 버틴다. 2시

가 넘어 치링이 오늘은 못 간단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카트만두에도 비가 내린다. 

호텔로 돌아와 배낭을 던져놓고 호텔에 남아있던 영훈형과 빌라 에베레스트에 가서 불고기 세트로

밥 - 점심인지 저녁인지 -을 먹었다. 느긋하게 배를 채우고 거리로 나가 쇼핑을 한다. 영훈형은 새

크램폰을, 난 스카프와 얇은 바람막이를 샀다. 어둑해져서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셋이서 맥주

를 마시며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는데 너무 졸려 버티다가 영화가 끝날 무렵 침대에 그대로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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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카트만두(1281m)

〈 유선필 〉

아침에 일어나 SpO2을 재니 높게 나왔다. 기분 좋은 아침이다. 아침은 뷔페식인데 생각보다 괜찮

았다. 아침을 2번 먹고 스와얌부나트(사원)에 갔다. 영훈형은 가봤던 곳이라 형을 뺀 4명만 갔다. 

택시에서 내려 길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사원에 도착한다. 정환형이 영훈형이 우리 훈련시

키려고 보냈다고 장난삼아 말했는데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원 주변으로 크

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사원보다 상가들이 더 볼 게 많았다. 사원을 구경하러 갔었는데

사원이 어떻게 생겼던지는 기억에 남지 않고 늘어진 개들과 원숭이들 그리고 거지들만이 내 기

억에 남아있다. 사원을 나오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따라오란다. 그 분을 따라서 탑돌이를

하니 앞에 앉아보라더니 이마에 뭘 발라준다. 그러고는 100루피를 요구한다. 사원 홍보 차원에

서 발라주는 건 줄 알았는데 속았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정환형이 나에게 환전하지 말고 네팔

에서 빌려 쓰고 한국에서 원화로 달라고 해서 나는 루피가 없었다. 그래서 정환형을 찾으니 저

멀리 도망가고 있다. 쫓아가서 100루피만 달라고 하니, 짜증을 내며 50루피만 준다. 그렇게 기

분 나쁘게 줄 거면서 환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왜 했나 싶다. 50루피짜리 장식은 사진 한 장 찍

고는 떨어졌다.

점심은 빌라 에베레스트에서 밍마와 같이 먹었다. 먹고는 카라반 할 때 필요한 행동식을 사고 짐을

재포장하고 저녁을 먹고 들어왔다. 형들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일찍 들어가서 자란다. 벌써 고

소를 먹은 걸까? 나는 고소 체질이 아닌가보다.

■4월 1일 카트만두(1281m)

〈 서정환 〉

오늘은 카트만두에 머물기로 한 날이라 여유가 있다. 아침식사를 호텔부페에서 먹고, 회장님, 현규

형님, 나, 선필은 불교사원인 보드나트 관광을 하러 갔다. 영훈형은 이전에 갔다 온데다 홀리 여사

조수와 약속이 있어 호텔에 남고, 배탈이 난 국전형님도 호텔에 남으신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 타기 전에 흥정을 해야 한다.  - 출발. 

보드나트는 어제 갔던 스와얌부나트보다 조용하고 깔끔하다. 사나운 원숭이도 없다. 여기저기 드

러누운 개들과 많은 비둘기는 똑같지만. 한 바퀴 둘러보니 더 구경할 게 없다. 역시 사전지식이 없으

니 그게 그거라 재미가 없다. 점심까지는 시간이 남아 타멜에 가서 쇼핑을 하기로 하고 타멜로 이동.

타멜은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다. 장비점을 구경하다 형님들은 오버트라우저를 한 벌씩 사셨다. 

오늘은 별다른 약속이 없다고 해서 넷이서 빌라 에베레스트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난 냉면을 시켰

는데 실수로 된장찌개가 나왔다. 그냥 먹었는데, 난 사실 된장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먹고 나

서도 좀 아쉽다.

식사를 마치고 형님들께선 정품매장에 들렀다 호텔로 가시기로 하고, 난 선필이를 데리고 이발을

하고 가기로 한다. 이발소에 가서 ‘all short’이라 하고 머리를 깎는 동안 졸았는데, 정신을 차리니

거울 속에 스님이 한 분 있다. 머리를 다 깎고 마사지를 해 주기에 돈줘야하나 고민하다 피곤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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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롯지 앞에서 조촐한 단체사진을 찍고 작별 인사를 나눈다. 한국 여자분은 궂은 날씨에 루클라까

지 가려면 제법 고생일 듯.

형님들과는 텡보체, 쿰중 갈림길에서 인사를 드리고 선필이와 함께 가파른 사면을 올라간다. 습설

이라 길이 진창이다. 올라가다 보니 하늘이 개이기 시작하고 눈이 부셔온다. 선글라스를 끼고 올라

가는데, 에베레스트 뷰 호텔이 보이는 샹보체 언덕에서 선필이가 선글라스를 가져오지 않아 눈이 아

프다고 내려가자고 한다. 아침에 출발 준비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던 터라 - 배낭, 윈드재킷도 없

이 숄더백만 메고 나왔다. - 잔소리를 한바탕 했다. 휴식일에 잠깐 다녀온다고 너무 준비 없이 왔다

는 것에다가 그간 쌓였던 감정까지 퍼부은 것은 미안하다. 내려오는 길은 눈이 녹아 질척인다. 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기도 하며 내려가 롯지에 도착. 오전은 쉬기로 한다.

12시가 다 되어 점심을 주문하려고 할 무렵, 치링이 영훈형이 곧 도착한단다. 헬기로 루클라에

서 남체까지 바로 온 것이다. 잠시 후 영훈형이 세븐 써밋의 로체 대장(형식상)이라는 알렉스와

함께 롯지에 도착. 함께 점심을 먹었다. 알렉스는 루마니아인으로 82년생, 마칼루, 마나슬루,

초오유, 가셔브룸1을 등정했고, no Sherpa, no oxygen으로 14좌 등반중이라 한다. 성격도 좋

고 쾌활한 친구다. 점심을 급히 먹어서 그런지 오후 내 속이 별로다. 책을 읽으며 쉬다가 저녁을

주문하고, 남체를 한 바퀴 걸었다. 좀 움직이니 몸도 풀리고 속도 편해진다. 저녁은 어제와 같이

야크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역시 짜다. 저녁을 먹고도 책을 보며 쉰다. 영훈형이 이번 원정에 대

한 얘기를 하셨다. 

그 동안의 일이야 어찌 됐든 지금은 무사히 안전하게 등반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데에 집중하

자. 돌아간다는 것. 어디로, 무엇에, 왜 돌아가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리하고. 이번에 다시 읽은 박

범신의 소설 ‘촐라체’에서 알피니스트는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와 가정을 등지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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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었다. 참으로 잉여로운 하루다. 이렇게 이틀을 지내니 얼른 산으로 가고 싶다. 내일은 루클라로

갈 수 있길.

■4월 4일 카트만두(1281m) ⇒ 루클라(2840m) ⇒ 팍딩(2610m)

〈 유선필 〉

아침 6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떨어진 재킷을 주으며 내 것이냐구 물었다. 내게 아니라

서 당연히 아니라고 했다. 그 모습을 정환형이 보고 나에게 “내꺼잖아.”라며 화를 냈다. 12시 반에

비행기를 겨우 탔다. 막상 비행기를 타니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가고

싶었다. 

루클라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는데 살짝 어지러웠다. 내가 고소 체질이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의

식적으로 숨을 깊이 쉬었다. 생선을 확인해봤는데 냄새가 났다. 뜯어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뜯는 순

간 안에 있는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므로 뜯을 수가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포터들이

빨리 베이스캠프에 도착하여 얼음 속에 생선들을 넣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3일이나 출발이 늦

어질 줄은 몰랐다. 

팍딩에 가는데 비가 왔다. 조금 걸으니 팍딩이다. 숙소는 겨울에 묵었던 곳과 같은 곳. 그런데 화장

실도 딸려 있고 방이 훨씬 좋다. 대우 받는 듯해 기분이 좋다. 

■4월 5일 팍딩(2610m) ⇒ 남체(3450m)

〈 유선필 〉

‘꿈뻑꿈뻑’ 

아침이다. 몸 상태는 not so bad. SpO2를 재고 내려가서 아침을 먹었다. 어제 젖은 양말과 신발이

아직 덜 말랐다. 여분의 양말이 없는데 큰일이다. 무슨 생각으로 짐을 최소화해서 온 것일까? 알파

인 등반도 아닌데. 원정 성공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짐 무게를 신경쓰기보다는 내 컨디션을 신경 썼

어야했는데 잘못 생각했다. 결국 젖은 채로 출발했다. 오늘의 목적지는 남체. 지난 번 내가 고산증에

걸렸던 곳이다. 이번엔 숨이 안차게 천천히 걸었다. ‘옳음’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걸으니 어느새

남체다. 안국전 형님이 마중 나오셨는데 너무 반가웠다. 

산책을 하다 한국인 여성을 만났다. 말을 걸어보니 같은 롯지에 묵었다. 혼자서 6개월째 여행하는

중이란다.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 같다. 

■4월 6일 남체(3450m) ⇒ 샹보체(3720m) ⇒ 남체(3450m)

〈 서정환 〉

역시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가장 귀찮은 일이다. 화장실 다녀오며 들리는 소리가 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나 보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눈이 쌓여있다. 눈과 비가 함께 내렸거나 눈이

녹아서 떨어지는 걸 빗소리로 들었나 보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형님들은 텡보체로 올라가시고, 한

국 여자분은 루클라로 내려가고, 선필이와 난 에베레스트 뷰 호텔까지 다녀오기로 하고 길을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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쿰부 셰르파들의 교역의 중심지이자 상행 카라반에서 하루를 쉬어 가는 해발 3440m의 남체 바자르



〈 유선필 〉

오늘의 목적지는 딩보체다. 컨디션은 굿. 아침이라 그런지 좀 춥다. 내일은 파워스트레치 바지를

입어야겠다. 정환형이 앞서 가시고 나는 영훈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걸었다. 영훈형과 제대로

이야기 해본 건 이때가 처음인 것 같다. 궁금한 게 많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잘 간

다. 형이 나에게 자꾸 왜 이렇게 잘 걷냐고 묻는다. 지난 번에는 비틀비틀 거리며 걸었다는데 이번에

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몸 상태도 나쁘지 않고. 나도 겨울에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 

딩보체에 도착하니 숙소가 없단다. 겨우 찾은 숙소는 지금까지 우리가 잔 숙소와는 다르다. 잘 정

비되지 않은게 포터들을 위한 롯지 같다. 거실에는 불도 없고, 쿡도 없는 롯지였다. 치링형이 삼계탕

을 끓여줬는데 엄청 맛있었다. 포터 8명 정도와 같은 거실에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한다. 조금 무

서웠다. 

■4월 8일 밀링고(3750m) ⇒ 페리체(4240m)

〈 유선필 〉

아침에 파워스트레치 바지를 입고 출발했다. 좀 야한 거 같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겠지 뭐. 출발하

고 1시간이 지나자 더워진다. 아침 날씨에 맞추어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 더워지고, 오후 날씨에 맞

추어 입으면 아침과 저녁에 춥다. 걷는 건 순탄하다. 잘 걸으니 오히려 이상하다. 오후가 되니 춥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가장 따뜻하게 입고 있는 건데 큰일났다. 아직 1000m나 더 올라가야 하는데

추우면 어쩌지. 

페리체에 도착하니 형님들이 계신다. 우리보다 훨씬 고소 적응을 잘하시는 것 같다. 형님들과 밥을

먹으면 다양한 반찬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어란이란 걸 처음 먹어봤는데 신기한 맛이다. 

■4월 9일 페리체(4240m) ⇒ 두클라(4,620m)

〈 서정환 〉

5시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누웠는데 계속 깬다. 숨이 막히는 기분. 아직 4000m 이상에 적응이

덜 되었나보다. 6시 반에 맞춰둔 알람을 듣고도 밍기적거리다 일어나 챙기고 아침을 먹었다. 아침부

터 독일에서 온 아줌마와 얘기를 하던 형들이 급기야 그 아줌마를 도와주기로 한다. 그 아줌마 포터

가 로부체까지만 가겠다고 하여 상황이 딱하게 되었는데, 결국 우리와 함께 움직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아줌마 짐(80ℓ배낭 하나)을 들어주기로 한다.

현규형님께서 아줌마의 큰 배낭을 메고, 내가 현규형님 배낭을 내 배낭에 묶어 메고 출발. 얼마가

지 않아서 선필이가 롯지에 책을 두고 왔다고 가져온다고 한다. 천천히 걸어 두르바형이 말한 찻집

에 도착하니 문을 닫았다. 선필이를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 오르막에서는 배낭이 무거워 제법 힘이

든다.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걷는다. 카라반 할 때 체력이 된다면 배낭을 어느 정도 무겁게 메는

것이 천천히 걸을 수 있어 고소적응에 도움이 될 듯 하기도 하다.

오늘의 목적지인 두클라에 도착하니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건물이 두어 채 있는데 다들 여기서 점

심을 먹는지 북적인다. 롯지 안 거실에 자리가 나서 자리를 잡는다. 점심을 주문하고 독일 아줌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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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하는 용기, 죽음에 맞서 등반하는 용기, 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용기. 이번

원정이 끝나면 세 번째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 열심히 살아야지.

■4월 7일 남체(3450m) ⇒ 밀링고(3750m) 

〈 서정환 〉

어제부터 침낭을 꺼내 잤는데 따뜻하게 푹 잤다. 아침에 짐을 챙기는데 아무리 찾아도 스패츠 주머

니가 보이지 않는다. 어딘가 있겠지. 아침을 먹고 쉬고 있는데 치링이 사과를 하나씩 준다. 맛있다.

남체를 떠나기 전에 SPCC에 들러 행정처리를 하고, 노트와 치약을 샀다. 중국산 노트가 한 권에

5000원이 넘는다. 비싸다. 천천히 가는데 내가 앞에 가고 영훈형과 선필이가 뒤에 온다. 기다릴 겸

길 중간의 탑에서 쉬다가 뒤따라갔는데, 영훈형이 국전형님 못 봤느냐고 묻는다. 난 못 봤는데 엇갈

렸나 보다. 무사히 귀국하시길. 가다가 캉주마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쉰다. 탐세르쿠가 멋지다. 길에

는 트레커, 포터, 야크 등으로 주말의 북한산처럼 붐빈다.  

쉬다가 얼마 걷지 않아 치링이 푼기텡가에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사나사에서 점심을 먹고 가잔다.

음식을 주문하고 책을 읽으며 기다리는데 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식이 나온다. 점심을 먹고 출발. 푼

기텡가를 지나 텡보체까지는 계속 오르막이다. 우리 팀 셰르파인 누르부형과 함께 가다 누르부형이

먼저 가고, 난 쉬엄쉬엄 오른다. 텡보체에 가니 누르부형이 없다. 오늘 텡보체에 방이 없어 디보체에

서 잔다더니 거기까지 갔나보다. 구경 좀 하다 디보체로 간다. 여기도 없다. 영훈형에게 전화해서 치

링에게 물으니 더 앞으로 가보란다. 앞쪽에도 없다. 계속 가는데 이러다 팡보체까지 갈까 걱정이다.

저기까지만 가고 디보체로 돌아가야지 생각한 롯지 - Milingo Evergreen lodge - 에 누르부형이

있다. 롯지마다 방이 없단다. 밀크티 한 잔 마시고 뒤에 오는 이들을 기다린다. 고도가 높아지고 구

름이 껴 제법 쌀쌀하다.

한 시간쯤 기다리니 영훈형과 선필이가 도착한다. 왜 누르부형이 방에 안 들어가고 영훈형을 기다

렸는지 롯지 안에 들어가니 알겠다. 방엔 전등도 없고 거실도 희미한 LED등 하나에 좁고 어둡다.

롯지에 쿡도 없어 치링이 닭을 구해와 요리해주겠단다. 방에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갔는

데 어두워 랜턴 없이는 책 읽기가 어렵다. 닭을 요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늦은 저녁을 기다리며 얘기

를 나눈다.

기다리던 저녁이 나왔다. 닭 한 마리에 생강 많이, 마늘 조금, 쌀(인디카)을 넣고 삶은 것이다. 깍두

기와 파김치도 내와서 함께 먹었는데 꿀맛이다. 처음엔 닭을 요리해준다고 해서 직접 잡아주는 걸

기대했는데, 선필이도 그래서 주방에 다녀오더니 냉동닭이란다. 그래도 오랜만에 닭백숙을 푸짐하

게 먹으니 좋다. 모든 게 - 심지어 화장실도 건물 밖에 있는데 자연친화적인 화장실이다. - 후지지

만 거실 난로 인심은 최고다. 저녁 내내 따뜻하다. 9시쯤 거실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오니 춥다. 침낭

속에서 ‘첫사랑뿐’ 2권을 읽는데 자극적인 내용에 멈출 수가 없다. 10시 반까지 읽다 화장실을 다녀

오고 잠들었다. 오늘도 하늘이 흐려 별은 보이지 않는다.

- 얼마 전에 치료한 오른쪽 어금니 쪽의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는 듯 거슬린다.

- 산소포화도 측정 시 심호흡을 하면 수치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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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좀 하다, 책을 좀 읽다 잠들었다.

- 페리체부터 로부체까지는 계곡이라 핸드폰이 안 된다.

- 계곡이라 그런지 오후면 구름이 끼고, 바람, 약한 눈이 날린다. 아침이면 간밤에 내린 눈이 많지

는 않아도 쌓여 있다.

■4월 10일 두클라(4,620m) 

〈 유선필 〉

잠에 든다. 깬다. 숨쉬기가 힘들다. 몇시지? 0:30. 잠에 든다. 깬다. 몇시지? 2:30. 잠에 든다. 깬

다. 몇시지? 4:00. 

6시까지 잔듯만듯하다 일어나서 영훈형에게 상태를 말한다. 결국 오늘 하루 더 두클라에 머무르기

로 했다. 형님들은 로부체로 올라가시고 대원들만 남았다. 오전에는 할 일이 없어 산책을 갔다. 배낭

에 짐 빼기가 귀찮아서 노트북이랑 우산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가는 길은 돌산이었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무서웠다. 눈도 내리기 시작해 결국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정환형

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넘어졌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두클라로 돌아오니 영훈형이 사소한 것에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직접적으로 언제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해도 되는데. 산

책 나간다는 기분으로 움직이면 후회를 하나보다. 아무리 카라반 중이라도 여기는 히말라야다. 잊지

말자

■4월 11일 두클라(4620m) ⇒ 로부체(4910m)  ⇒ 고락셉(5140m) ⇒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오늘은 로부체에서 점심, 고락셉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 후다닥 짐을 싸고 - 이것

도 익숙해지니 곧 베이스캠프 도착이다. - 아침을 먹었다. Hash brown with cheese & 2 egg

fries를 먹었다. 짭짤한 감자전이다. 아침을 먹고 출발하는데 제법 쌀쌀하다. 손이 시리다.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 몸이 좀 풀려 따뜻해진다. 언덕 위에 올라서니 푸모리가 보인다. 눕체는 구름에 가려 보

이지 않는다. 로부체에 도착하니 전화가 된다. 롯지 안은 안 되고, 롯지 밖에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 가기로 한다. 점심으로 밥과 치킨커리를 먹었는데 닭 맛이 별로다. 여긴 좀 한산해서 마음

이 편하다.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 다시 출발.

고락셉 가는 길에도 날씨가 좋지 않다. 고락셉에 도착하니 두르바형이 방이 없단다. 시즌이기도 하

고 내일 루클라까지 뛰어 내려가는 마라톤 대회가 있어 그렇단다. 일단 형님들과 차를 마시며 쉬다가,

난 형님들과 먼저 베이스로 올라가고 영훈형과 선필은 내일 올라오기로 한다. 베이스로 가는 길은 오

르락내리락 제법 힘이 든다. 베이스 입구에서 우리팀 캠프 - 가장 위 - 까지도 한 시간 정도 걸린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니 빙하 옆인데다 날씨도 흐려 춥다. 텐트를 정리하고 저녁을 먹었다. 돼지고

기 수육, 양배추 쌈, 된장찌개로 아주 포식했다. 위스키도 한 잔 곁들이고. 고소에선 과식하면 안 되

지만, 오후에 베이스까지 오는 길에 계속 배가 고팠던 터라 실컷 먹었다.  저녁을 먹고 양치하러 나

갔다가 하늘을 보니 별이 쏟아진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다. 이제 산에 왔다. 밝게 빛나는 별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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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는다. 이 아줌마가 원정대 윈드재킷을 입은 영훈형과 선필이 외에는 현지인

으로 알았나보다. 점심으로 시킨 갈릭스프가 먼저 나왔는데 마늘이 많고 덜 익었다. 난 생마늘을 안

먹지만 약이라 생각하고 다 먹었다. 점심을 먹고 영훈형과 선필이는 롯지에서 쉬고, 난 길행형님, 현

규형님, 독일 아줌마와 함께 종라까지 다녀오기로 한다.

배낭을 가볍게 하고 신발도 가벼운 걸 신고 천천히 가는데 구름이 몰려온다. 타보체, 촐라체에 구

름이 가려 제대로 볼 수 없다. 출발한 지 한 시간 반쯤 후, 종라가 보이는 언덕에서 쉬며 간식을 먹는

데 구름이 좀 걷힌다. 얼른 사진을 찍고 롯지로 돌아가기로 한다. 두클라로 돌아가는 길에 바람이 무

지 분다. 롯지에 도착하니 얼굴이 얼어 벌겋다. 롯지에서 차를 마시며 바람에 언 몸을 녹이고 휴식시

간을 가진다.

저녁은 스파게티를 주문했는데, 소면에 케첩 뿌린 게 나올까 걱정이다. 다행히 제대로 된 스파게티

가 나와서 맛있게 먹었다. 저녁식사 후 현규형님께서 인생 이야기를 해주셨다. 역시나 많은 생각거

리를 주신다. 원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는 다들 아는 대로 열심히, 성

실하게. 돈이 중요하긴 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만 없다는 것도 안

다. 무엇을 하든 항상 준비된 자세와 능력이 필요하다.

내일 우리(영훈형, 나, 선필)는 로부체까지, 형님들께선 컨디션을 봐서 고락셉까지 가고 모레 함께

베이스캠프로 들어가기로 한다. 매일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일이다. 우린 고소에 무리 없이 잘 적응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형님들은 귀국날짜가 정해져 있다. 9시쯤 방에 들어와 선필이와 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증세로 힘들어 하는 지점인 두클라(4600m) 전경



■4월 13일 베이스캠프(5400m)

〈 유선필 〉

베이스캠프에서의 둘째날. 잠을 설쳤지만 당연하다. 아침으로 굴비조림과 북어국을 먹었다. 굴비

에서 비린내가 조금 나지만 맛있다. 형들도 다들 잘 먹는다. 다들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 다행이다.

아침을 먹고 짐을 풀었다. 가져온 식량들을 주방에 보낼 것, 간식으로 먹을 것, 등반할 때 먹을 것으

로 나누어 정리를 했다. 그 후 장비 점검을 했는데 영훈형 삼중화는 거의 걸레다. 청테이프로 둘둘

감는데 형 발가락이 걱정된다. 

저녁은 충남고 OB팀에 가서 같이 먹었다. 그 쪽의 막내가 36살인데 이쪽은 35살이 대장을 하니

뭔가 이상하다. 저녁 메뉴는 훈제오리고기다. 한국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다. 다들 직장을 가지

시고 가정을 책임지실 나이인데 원정을 오다니 대단하시다. 

저녁을 먹고 우리 텐트로 돌아와 가이드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나는 술을 먹으면 고소 적응이 덜

될 거 같아서 술을 먹지 않았다. 형들이 술이 과하신 것 같다. 양주를 서너병 비우더니 다들 비틀비

틀 텐트로 돌아간다. 작년 연맹 동계 때 후배들이 생겨 너무 기분 좋아서 술을 엄청 마셨던 나로서는

영훈형이 술을 많이 드신 게 이해가 간다. 영훈형의 에베레스트 원정은 한라산 동계와 비슷한 크기

인 건가? 

배가 너무 불러 소화되면 자려고 그냥 누워 있는데 “우웨웩” 하는 소리와 함께 영훈형이 토하신다.

어쩐지 많이 드신다 했다. 형 텐트를 열고 깜짝 놀랐다. 사람의 위가 이렇게 크다니. 토사물을 치우

며 의약품에 취선이나 여명을 넣지 않았음을 후회했다. 

텐트로 돌아와서 자려는데 숨이 이상하다. 폐에서 갸르릉거리는 소리가 난다. 폐부종이다. 영훈형

을 옮긴다고 힘을 썼더니 폐부종에 걸렸나보다. 형이 괜찮으시면 지금 내려간다고 하고 내려갈 수

있을 텐데 형이 정신을 못 차리시니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잠은 오지만 어차피 잠들

자 깰 것이므로 진통제 효과가 날 때까지 기다려본다.

■4월 14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해가 뜨고서 한참이나 지난 후 일어나 본부텐트로 간다. 난 아침잠이 많다. 주방에 영훈형과 선필

이가 있다. 서로 괜찮냐고 묻는다. 난 괜찮고, 마신 술을 토한 영훈형도 괜찮은데, 선필이는 폐수종

증상으로 잠을 못 잤단다. 그래서 선필이는 오늘 페리체까지 내려가기로 했단다. 오늘, 내일 페리체

에서 자고 모레 로부체, 글피 베이스캠프로 돌아오기로 하고.

아침을 먹고 좀 쉬었다가 선필이와 함께 내려가 충남고 베이스캠프 앞에서 헤어져 선필이는 페리

체로 가고, 영훈형과 난 충남고팀 베이스캠프를 방문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점심으로 국수까지

얻어먹고 왔다. 국수는 역시 면발이 문제다. 우리 베이스캠프에 돌아오니 스태프들이 국수 요리로

점심을 먹고 있다. 저건 어떨까? 본부텐트에 드디어 인버터가 설치되어 충전을 할 수 있다. 우리 팀

사다인 나텐지가 점심 먹었냐길래 ‘We eated ...’라 답했는데, 돌아서서 eated가 아니라 ate구나

싶다. 영훈형이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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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밤공기, 부족한 공기. 이제는 이것들과 벗하며 여러 많은 밤을 지내야 한다.

■4월 12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어제 800m 가까이 고도를 올려 은근히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었다. 예상대로 12시경에 깨서 화

장실을 다녀온 후로 계속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 겨우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다 4시 45분쯤 다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아이스폴에 불빛이 있다. 텐트에 들어와 잠들어 한숨 자다 깼다. 밤새 머리가

아프더니 아침이 되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아침을 먹고 쉰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형님들은 빙하 쪽으로 나가시고, 치링은 영훈형과 선필이 마중으로 나가고, 난 텐트에서 빈둥거린

다. 아직 머리가 띵하고 숨이 가쁘다. 누워도 잠이 드는 게 아니라 나른하기만 하다. 본부텐트에 나

가 책을 좀 읽으니 형님들이 돌아오시고, 영훈형, 선필이도 베이스에 도착한다.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 라면으로 점심을 먹는다. 한국 떠난 후 처음 먹는 라면 맛이 괜찮다. 후식으로는 배가 나왔는

데 맛있다.

점심을 먹고 본부텐트 앞에 산악회기, 후원사 깃발을 달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영훈형은 충남

고팀 베이스캠프에 다녀온다. 영훈형의 커피포트로 커피타임을 가진다. 네팔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괜찮다. 등반 후 선물로 사가면 좋을 것 같다. 오후엔 형님들의 사회 이야기를 들으며 보냈다. 사회

생활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회장님의 덕담 :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안 좋은 과거는 잊고, 알 수 없는 미래는 걱정 말고, 자

신의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하라. 좋은 말씀이다.

현규형님 덕담 : 운칠기삼. 즐겨라. 재밌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실 난 성격이 다정다감하거나 부드러운 편이 못 된다. 싫은 소리를 잘 안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이들에게는 상처되는 말이나 잔소리는 잘 한다. 이건 정말 고쳐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

들일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특히 이번엔 선필이에게 너무 싫은 소리를 많

이 하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아 미안하다. 가르치기도 해야 하고, 챙겨주기도 해야 하고. 선필이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실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크게 보인다. 그러다 보니 칭

찬은 거의 없고 혼만 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녁은 충남고팀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우리보다 1주일 먼저 출국했는데 다들 얼굴이 많이 상하

셨다. 오늘 1캠프까지 첫 운행을 하셨다고 한다. 서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했다. 충남고팀의 막내대

원은 김진성형인데 영훈형 중학교 1년 선배다. 다들 우리보다 한참 선배님들이시다. 저녁식사로 오

리훈제, 홍어회, 오뎅탕을 먹으며 얘기를 하는데, 특히 김영일 등반대장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유머

가 있는 분이다. 한국에서부터 화물수송 때문에 신세졌는데 직접 뵙고 인사드리니 좋다. 부디 두 팀

모두 무사히 성공적으로 등반하고 귀국하길. 저녁을 먹으며 소주도 한 잔 마시고, 후식으로 귤, 멜

론, 한차까지 마시니 잘 먹었다는 말 밖에 없다. 자주 보자고 인사하고 우리 베이스캠프로 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서 독수리를 시원하게 잡았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해서는 처음이다. 두통도

사라지고 컨디션이 좋다. 몸이 베이스캠프에 적응하고 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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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했는데. 

영훈형에게 폐부종에 걸렸다고 내려가겠다고 했다. 형은 내가 내 스스로 폐부종이라고 하는 게 신

기하다며 진짜 아픈 거 맞냐고 물었다. 사실 별로 아프지는 않았는데 위에선 낫지는 않으니깐 내려

가겠다고 했다. 허락을 받고 휴가 가는 기분으로 침낭, 책 3권, 간식을 챙겨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베이스캠프를 벗어나기도 전에 배낭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과 물이 급격히 차오르는 것을 느

꼈다. 이때부터가 지옥이었다. 10걸음 걷고 앉아서 쉬고, 3걸음 걷고 헉헉 거리고. 히말라야를 무시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내려가고 있으니 외국인 트레커들이 괜찮냐고 계속 묻는다. 안 괜찮다 그

러면 어쩔껴? 라는 생각으로 괜찮다고 하며 내려가다 한국인 트레커를 만났다. 서울농대산악회라고

하니 대단하다며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한다. 힘들어 죽겠지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산악회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니 밝은 표정으로 찍었다. 

아직 고락셉도 못 갔는데 시계를 보니 12시다. 1시까지 고락셉, 2시까지 로부제, 3시까지 두클라,

4시까지 페리체에 가야지 생각하며 걸었는데 왠걸? 고락셉엔 2시에 도착했고, 로부제엔 4시 반에

도착했다. 감기 기운도 있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서 그냥 로부제에서 자기로 했다. 롯지에 들어가

니 남은 방이 하나 밖에 없다며 허름한 방을 준다. 저녁으로 Hash brown을 하나 시키고 쉬고 있는

데 감기 기운이 생각보다 심하다. 원정을 출발하고부터 긴장을 놓을 때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

는 것 같다. 전화가 있냐고 롯지 주인에게 물어보니 없단다. 망했다. 내일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페리

체까지 갈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난다. 그때 어떤 외국인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게 보였다. 그래

서 나도 같은 방법으로 영훈형과 통화를 했다.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감기약을 보내달라고 하니 알

겠다고 하신다. 2분 통화했는데 250루피를 달란다. 로밍해서 쓰는 게 더 싸겠다 싶지만 나를 구원

해 주었으니 아깝지는 않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상한 한국인 부자가 말을 걸어온다. 베이스캠프에 있다가 폐에 문

제가 있어서 내려왔다고 하니 베이스캠프에서 로부제까지 몇 미터 차인데 고작 그거 내려왔냐고 무

시를 한다. 다음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겠다는 아저씨, 파이팅이다.

■4월 15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역시 새벽 4시쯤 깨서 소변을 보고, 아침 먹으라고 깨울 때까지 푹 잤다. 상한 줄 알았던 고등어가

맛있다. 오늘은 라마제를 지내는 날이다. 각자 장비를 라마제단 앞에 두고 행동식, 간식을 제수로 라

마제단 앞에 둔다. 오랜만에 세수를 하고 라마제를 지낸다. 라마(지금은 다른팀 쿡)가 뭐라고 중얼거

리고 각 팀 대장, 대원, 셰르파들이 둘러서서 지켜본다. 차를 마시며 쉬었다가 룽다를 건다. 맥주와

음료를 나눠 마시고 쌀과 참파를 하늘에 뿌리고 서로 발라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등반을 기원한다.

새가 타르초 꼭대기에 앉자 좋은 징조라고 좋아 한다. 제수 - 어제 우리팀에서 만든 튀김과자와 각

팀에서 가져온 각종 간식들 -을 나눠 먹고 사진도 찍고 다들 즐거운 기분이다. 라마제를 지내며 맥

주를 2캔이나 마시고 음복하면서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라마제를 지내고 로부제에 있는 선필이에게 셰르파 텐디를 보내기로 해서, 감기약, 소화제, 돈,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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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텐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SpO2, 심박수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논문을

쓰고 싶다고 하니 영훈형이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 결국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베이스캠프, A베이스

캠프, 4캠프에서 SpO2, 심박수를 측정하고, 대원은 선필이가 하던 대로 아침, 저녁으로 기록을 잘

하기로 한다. 내일 라마제라고 주방에서는 뭘 튀기고 맛있는 냄새를 피운다. 우리한테도 튀김조각과

알새우칩을 주는데 맛있다. 추워서 아래는 내복을, 위는 파일재킷을 하나 더 껴입으니 좀 괜찮다. 

저녁 먹고 볼 영화를 고르는데 어렵다. 영훈형은 드라마는 안 된다 하고 영화는 많아 뭘 볼지 고민

이다. ‘Batman begins’를 보기로 하고 외장하드에서 노트북으로 옮겨둔다. 눈이 좀 내리니 더 춥

다. 저녁 먹기 전에 추위로 쓰러질 지경이다.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추위를 쫓아본다. 저녁메뉴가 부

대찌개라 하길래 대충 나올 줄 알았는데 부대전골이다. 육수를 부어 끓여 먹으니 너무 맛있다. 라면

도 하나 넣어서 끓여 먹으며 선필이 걱정을 한다. 마침 선필이한테 전화가 온다. 양반은 안 되는구

나. 배낭이 무거워 로부체까지만 갔고, 폐수종은 괜찮은 듯한데, 감기에 걸렸단다. 내일 라마제 끝나

면 셰르파 한 명을 내려 보내기로 한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쉬다가 ‘Batman begins’를 재생하니 자막이 안 맞다. 다시 뭘 볼까하다 ‘지

옥의 묵시록’을 봤는데 재밌다. 반쯤 봤을 때 배터리가 나가서 정리하고 각자 텐트로 돌아갔다. 텐

트를 대충 정리하고 침낭에 들어가 책을 좀 읽다 하루를 마무리한다.

〈 유선필 〉

역시나 잠을 설쳤다. 어제 저녁보다는 폐에 물 찬 느낌이 덜하긴 하다. 숨을 굉장히 깊게 쉬어야지

만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나을 수가 없다. 텐트를 나가니 영훈형이 앞에 서있었다.

어제 토할 정도로 술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다니 대단하다. 나라면 12시까지는 잤어

베이스캠프 전경. 텐트들은 크게 대원텐트, 본부텐트, 키친텐트, 화장실, 샤워텐트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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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걸고 갈 정도는 아니다. 그냥 확보줄 카라비너를 걸고 간다. 고소 때문인지 며칠 동안 빈둥거려

그런지 힘들다. 별로 넣은 것도 없는 배낭이 무겁다. 

어느새 영훈형은 앞서가고 난 나텐지와 함께 간다. 쉬면서 행동식을 까먹으며 체력을 보충해 보지

만, 몇 걸음 가지 않아 숨이 거칠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눈사태 위험구간에서는 빨리 가야한다

고 해서 나름 힘을 써 좀 빨리 움직였더니 정신이 없다. 아이스폴이 끝나고 빙하지대가 나오자 언제

1캠프가 나오나 두리번거리기에 눈이 멈출 줄 모른다. 한국에서 은근 걱정했던 크레바스 사다리 통

과는 어렵지 않다. 나텐지에게 1캠프의 고도를 물으니 6100m란다. 어쩐지 힘이 쪽쪽 빠지더라.

언덕 너머로 1캠프 텐트들이 보이는 곳에서 쉬었다가 우리 텐트를 찾아가니 영훈형이 물을 끓이고

있다. 11시에 도착했단다. 나보다 1시간이 빠르다. 난 베이스캠프에서 1캠프까지 6시간 반 소요. 차

차 나아지겠지. 짐을 대충 정리하고 영훈형이 요리한 점심 - 컵라면 2 + 알파미(적반) 1 + 닭가슴살

캔 1을 코펠에 넣고 끓인 것 -을 먹었다. 난 아침에 두르바형이 싸준 도시락(주먹밥과 삶은 계란)은

손도 대지 않아 주먹밥을 한 입 먹는데, 영훈형이 지금 먹을 것이 많다고 그건 저녁에 먹자고 한다.

셋이서 숟가락도 없이 나텐지가 챙겨온 젓가락으로 점심을 먹고 더운 텐트에서 휴식.

쉬고 있자니 충남고팀 세 분이 지나가셔서 인사하고 다시 쉬는데 알렉스가 도착한다. 8시 반에 출

발해서 5시간쯤 걸려 도착한 듯하다. 텐트까지 다 짊어지고. 텐트를 보니 마운틴하드웨어 초경량 1

인용 모델(약 1.5kg)에 팩은 대나무. 나중에 들으니 잠은 우모복과 가벼운 침낭으로 잔단다. 고소캠

프에서 먹는 건 고기와 치즈,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 모든 것이 경량화에 맞춰져 있

다. No Sherpa, no oxygen, solo로 14좌를 하려고 한단다.

텐트에 누워 빈둥거리니 숨이 찬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저녁준비(물 만들기)를 한다. 여기도 눈이

그리 깨끗하진 않다. 밤에 잘 자야 할 텐데 걱정이다. 물을 만들다 보니 저녁시간이 된다. 저녁은 두

르바형이 아침에 싸준 주먹밥을 즉석육개장에 넣어서 끓여 먹었다. 나텐지도 맛있단다. 차도 한 잔

하고, 햄을 구워 콜라로 술 마시는 기분도 낸다. 차를 한 번 더 마시고 설거지 및 정리를 했다. 물을

만들어 물통에 다 채우고 잘 준비를 한다. 영훈형은 머리가 아픈지 타이레놀을 드신다. 자기 전에 소

변보면서 보는 별은 고도가 높은 만큼 더 예쁘다.

〈 유선필 〉

아침에 일어났더니 상태가 영 별로다. 아무리 숨을 쉬어도 공기가 안 들어가는 느낌이다. 형들은 1

캠프에 있어서 그런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때 댄디가 내일 페리체로 오는 헬기가 있다며 그거 타

고 내려가라고 했다. 비용을 묻고 싶었으나 너무 아파서 얼마를 내더라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묻지

않았다. 내일 카트만두 가서 병원에 가리라는 생각으로 그냥 쉬고 있는데 숨이 너무 안 쉬어져서 페

리체에 있는 병원에 가기로 했다. 지난 겨울 병원비가 1200불이 나온 기억이나 50불인 Check만 받

기로 했다. Check를 받으니 SpO2가 66이다. 예쁜 여의사가 그래도 빨리 내려와서 이 정도라고 다

행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다이아목스랑 다른 약(페모세혈관의 혈압 낮추는 약)을 먹어야하고 심하면

산소도 마셔야 한단다. 지난번의 악몽이 떠오른 나는 대장과 이야기를 해보고 온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서 쉬고 자기와 댄디 둘이 가서 전화를 하고 오겠단다. 그 당시에 든 생각은 내가 검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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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폰을 챙겨주었다. 선필이는 폐부종 증세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감기와 소화불량으로 컨디션이 안

좋단다. 이번에도 선필이가 고생이 많다. 점심으로 라면을 맛있게 끓여줬는데 배가 불러서 두 그릇

만 먹었다.

오후에는 내일 등반을 대비해 무전기를 뜯어 세팅하고, 스태프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내일 영

훈형과 나, 나텐지는 1캠프에 가서 자고 모레 아침에 하산, 누르부, 밍마, 치링은 2캠프까지 짐을 올리

기로 하고 준비를 한다. 배낭에 개인짐 - 고소캠프용 침낭, 고소용 우모복 상의, 여벌 양말 1, 장갑, 세

면구, 행동식, 물, 피켈, 아이젠, 알파미, 컵라면, 캔, 기타 소품 - 을 챙겨 넣으니 8kg 정도다. 오후엔

또 눈발이 조금씩 날린다. 본부텐트에서 빈둥거리다 밖에 나가 좀 움직이니 좋다. 숨은 좀 차지만.

저녁은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맛있게 먹고 한국보다 잘 먹고 있

다고 하는 걸로 마무리한다. 어제 못 다 본 ‘지옥의 묵시록’을 조금 더 보다 오늘도 배터리가 다 되

어서 그만. 내일은 5시 아침식사, 6시 출발이라 일찍 잠자리에 든다. 하늘의 별을 보면 사랑하는 이

들이 절로 떠오른다. 

〈 유선필 〉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신이 없다. 그리고 어제 먹은 hash brown이 아직 속에 남아있다. 방에 누워

서 끙끙 앓고 있으니 롯지 주인 딸이 청소를 하러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 나간다. 시계를 보니 9시

45분이다. 라마제가 10시쯤 시작한다던데 그 전에는 형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어나가

서 전화를 거니 라마제가 끝나고 셰르파를 한명 보내겠다고 하신다. 밥 맛도 없고 해서 거실에 앉아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으니 댄디가 와서 나를 깨웠다. 아는 사람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지금 생

각해보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댄디를 보낸 건 영훈형의 배려였던 거 같다. 댄디가 가지고 온 건 약

들과 핸드폰 그리고 돈이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아스피린을 두 알 먹고 배낭을 바꾸어 메고 페리체

를 향해 출발하였다. 하지만 역시 3걸음 걷고 10번의 호흡을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

가벼운 배낭도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고산등반에서는 1g도 무겁다던 정환형의 말이 이제서야 이해

가 되었다. 

내려가면서 폐부종에 걸리면 고도를 낮추는 것보다 폐모세혈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4시 30분쯤 두클라에 도착했다. 쉬고 싶었으나 여기서 잤다가는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 페리체까지 가기로 했다. 페리체에 도착하니 6시 반. 어제의 기억 때문에 저녁을 먹고 소화

제를 먹고, 감기약을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그냥 잤다. 그래도 목표한 페리체까지 왔으

니 내일은 상태가 좋아지겠지.

■4월 16일 베이스캠프(5400m) ⇒ 1캠프(6100m)

〈 서정환 〉

오늘은 드디어 등반을 시작하는 날이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출발 준비를 한다. 날씨는 그리 춥지

않지만 그래도 단단히 챙긴다. 랜턴 없이도 주변이 보일 때쯤 출발. 오랜만에 신는 삼중화가 좀 어색

하다. 아이스폴 픽스로프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독수리를 잡고 아이젠을 신었다. 고정로프에 어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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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고 기다리니 헬기가 왔다. 맨 정신에 헬기를 탈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헬기를 타

고 바라본 히말라야는 걸으면서 보는 히말라야와는 다른 멋이 있었다. 지난번에 이 멋진 풍경을 놓

친 것이 너무 아쉬웠다.

루클라에 도착했다. 베이스캠프에서 내려왔으니 뛰어다닐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걸어보니

페리체에서랑 상태가 똑같다. 풀이 죽어 롯지에 앉아 있으니 누르부가 따라오란다. 따라가니 형님들

이 계셨다. 반갑기도 하고 형님들께 죄송하기도 하다. 형님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빨리 나아서 다시 올라가야 할 텐데.

■4월 18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어제 과음과 피로의 여파로 힘든 오전을 보냈다. 12시간을 자고 아침 먹으라는 소리에 깨서 본부텐

트에 가니 정신이 없다. 고소인지 숙취인지 머리가 아프다. 아침을 먹고 텐트에 들어가 책을 보다가

잠들었다. 또 점심 먹으라는 소리에 본부텐트로 가니 짜장면이 있다. 점심을 먹으니 정신이 좀 든다.

영훈형은 러셀 브라이스 팀에서 주최한 미팅에 가고, 스태프들도 나가서 본부가 조용하다.

오늘 페리체에서 베이스캠프까지 걸어 점심 때 올라온 셰르파 텐디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텐디

는 한국에서 1년간 일한 경험이 있고 한국말도 좀 한다. 어린만큼 착하고 순진한 구석도 있고. 사실

페리체로 내려가 선필이를 돌보라고 했을 때 좋은 기색은 아니었다. 에베레스트 셰르파는 일당 외에

를 떼먹고 갈까봐 그러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프니 쉬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그냥 나도 따라가서 전화를 거니 형이 전화를 안 받는다. 에라 모르겠다하고 약만 먹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아진 의사는 직접 약도 까주고 4시에 와서 상태를 보고 산소를 먹을지를 정하자고 했다.

알겠다고 한 뒤 얼마냐고 물으니 55불이란다. 음? 다시 물어도 55불이란다. 영수증을 보니 check

50, drug 55 라고 적혀있는데….. 약 먹으면 check를 공짜로 해주나보다 하고 55불을 내고 돌아왔

다. 4시에 다시 찾아가면 야 너 아까 50불 덜냈어 하고 달라고 할 거 같아 그냥 방에서 쉬었다. 약을

먹고 한숨 자니 좀 괜찮아진 것 같다. 내일은 더 낫기를.    

■4월 17일 1캠프(6100m) ⇒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원래는 4시 기상, 5시 출발이었으나 늦잠을 잤다. 영훈형은 매트리스 - 에어매트리스로 세븐 써밋

에서 제공 - 가 밀려 잘 못 잤단다. 짐을 챙기고 물 한 잔씩 나눠 마시고 베이스캠프로 출발. 베이스

캠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 대부분 셰르파 - 이 많다. 출발해서 처음엔 숨이 차고 힘들었는데, 움

직이다 보니 괜찮다. 확실히 내려가는 건 빠르다. 베이스캠프에 다 와서 아이젠, 벨트를 벗었는데 발

이 미끄러워 고생했다. 베이스캠프에 가까워질수록 기운이 없다. 2시간 15분 걸려 1캠프에서 베이

스캠프로 하산 완료.

숨을 돌리고 아침을 먹는데,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 텐트를 정리하고 휴식. 점심을 먹기 전에

2주 만에 샤워를 하고 밀린 빨래를 했다. 뜨거운 물 한 양동이 반으로 샤워와 빨래를 하고도 물이 남

았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점심은 우동을 해줬는데 역시 맛있다. 고소에선 면요리가 어려운데 두르

바형은 잘도 해서 늘 맛있게 먹는다. 

오후엔 충남고 베이스캠프에 가서 저녁초대를 하고 식량도 얻어 왔다. 본부텐트를 정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두르바형의 음식솜씨를 보면 어떤 반응일까? 저녁을 먹기 전에 못 다 본 ‘지옥의

묵시록’을 다 봤다. 영화 하나 - 좀 길긴 했지만 - 다 보는데 사흘이 걸린다. 솔라 성능이 기대보다

시원찮다. 

6시가 좀 안 되어 충남고 대장님과 대원들이 우리 베이스캠프로 올라오셨다. 소주도 함께. 우리 본

부텐트의 설비 - 바닥, 가스난로, 꽃 등 - 를 부러워하신다. 저녁식사가 시작되자 감탄이 그칠 줄

모른다. 수육, 부대찌개를 준비했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신다. 소주를 제법 마셨다. 네팔에 온 이후로

가장 많이 마신 듯. 손님들이 가시고 영훈형과 나도 각자 텐트에 들어가 잠들기 바쁘다.

〈 유선필 〉

댄디가 아침 5시에 나를 깨웠다. 8시 헬기니깐 더 자도 되지 않냐고 물으니 그러란다. 그럼 왜 깨

운거야! 자다 7시 반에 일어나서 가냐고 물으니 10시로 밀렸단다. 그 당시에는 네팔이 중국 옆에 있

어서 만만디를 배웠나? 라는 생각이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날씨 때문이었던 것 같다. 

숨을 쉬니 소리가 거의 안 난다. 약이 효과가 좋기는 좋은가보다.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

었는데 20 발자국 걸으니 어제랑 똑같아서 마음이 쑥 들어갔다. 그래도 휠씬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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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또는 23일에 2캠프로 올라가 7~10일간 3캠프 이상까지 고소적응을 마칠 예정이다. 계획대로 잘

되도록 노력해야지. 손가락 끝에 약한 동상기운이 있다. 잘 관리해야겠다. 선필이는 오늘 헬기로 남

체까지 올라왔단다. 

오후엔 눈이 제법오고 춥다. 여기 와서 가장 많은 눈이 오는 듯. 우모바지까지 껴입고 추위를 견뎌

본다. 가스난로는 3개 중 가운데 판만 작동되어 큰 도움이 안 된다. 온몸을 꽁꽁 싸매고 책을 읽으면

서 시간을 보낸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오늘도 충남고 캠프에 가서 ‘스파르타쿠스’를 이어서 봤다.

보는 동안 조느라 집중하기 힘들었다. 4화를 보다 배터리가 다 되어 우리 캠프로 돌아오는데 우모바

지를 입어 좀 덥다. 하늘은 어느새 개어 찬란한 별빛이 그 모습을 보인다. 

■4월 20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어제는 푹 쉬고도 피곤했는지, 5시쯤 화장실 다녀오고 밥 먹으라고 깨울 때까지 정신없이 잤다. 새

벽 화장실 이후, 해가 뜨고 따뜻한 텐트 속에서 자는 것이 가장 달콤하다. 아침을 먹고, 오늘은 할 일

도 없는데 어떻게 보내나 괜한 걱정을 한다. 뭘 하든 가만히 있든 시간은 흘러가는 법인데.

오전 동안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11시쯤 2캠프까지 짐수송을 갔던 셰르파들이 돌아왔다.

어제 라마제를 지낸 인도팀 대원 중 한 명이 1캠프로 가다가 뇌부종 증상으로 실려 내려왔단다. 점

심은 너구리를 끓여줘서 맛있게 먹었다. 후식 사과도. 오후도 책을 보다 저녁 먹기 전에 나가서 1시

간쯤 주변을 돌아다녔다. 좀 움직이니 몸이 풀리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주방텐트 뒤에 있는 바위에

힘을 써서 올라갔더니 숨이 차고 정신이 없다. 5400m의 위엄.

본부텐트에 돌아오니 영훈형이 사다 나텐지를 불러 일정을 의논한다. 앞으로 고소적응은 한 번에

끝내고 휴식 후 정상을 시도하기로 한다. 일단 24일에 2캠프로 올라가 7~10일 체류 예정이다. 저녁

은 닭백숙과 죽이 나왔는데 몸보신 제대로 한다. 후식으로 석류도 나왔는데, 석류는 네팔에 와서 그

동안 한국에서 먹은 것 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다.

저녁식사 후 영훈형은 충남고 캠프에 영화를 보러가고 난 우리 캠프에 남아 책을 읽었다. 가스난로

가 시원찮았는데, 아마 2캠프용인 것 같다. 가스난로를 켜줘서 본부텐트가 따뜻하다. 내일 운행하는

셰르파들은 짐을 챙기느라 분주하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고 시간은 자야할 때이다.

■4월 21일 베이스캠프(5400m) ⇒ 고락셉(5140m)

〈 서정환 〉

오늘은 토요일. 한국이라면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휴식. 내일은

일요일. 쉬어도 - 산에 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집이나 학교에서 쉬어도 - 부담 없는 요일이다. 오

늘도 쉬는 날이다. 사실 여기선 요일이 의미가 없다. 쉴 때가 되면 쉬고, 등반할 때가 되면 등반한다.

며칠 동안 계속 쉬다보니 좋으면서도 어딘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마치 방학 중의 휴일을 맞

는 기분이다. 아침을 먹으라는 키친 텐디의 “Breakfast ready” 소리에 일어나 본부텐트에 가니 갈

치조림이 있다. 내가 알기로 한국에서 갈치를 보낸 기억은 없는데. 이건 중국산인가, 인도양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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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수당을 받는데, 텐디가 내려간 사이 다른 셰르파들은 2캠프까지 두 번 짐을 올렸다. 우리가 이

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친구,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우리와 돈 문제로 연

결되어 있다. 짐을 한 번이라도 더 올리고, 정상 가는 대원의 personal Sherpa가 되어 등정수당을

더 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왔으니까. 어떤 말로 이

관계를 포장한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가 만족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

력할 필요는 있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왔지만 두 달간 함께 생활하고, 생사를 같이 넘나들

고, 무엇보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영훈형이 와서 미팅결과를 알려주고, 저녁에 충남고팀 캠프에 가서 영화를 보기로 했단다. 충남고

팀에 드릴 파워바와 에너지젤을 챙겨두고 저녁을 먹었다. 오늘은 김치전골과 잡채. 한국에서보다 맛

있게 잘 먹으며 지낸다. 충남고 캠프에 가서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를 봤는데 소문대로 폭력·

선정적이다. 프로젝터와 빵빵한 스피커를 통해 보니 역시 한국보다 낫구나. 우리 캠프에 돌아오니

조용하다. 조용히 잠든다.

〈 유선필 〉

아침을 먹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전화를 안 받으신다. 이상한 번호가 떠 있으면 걱정하실까봐

오후에 다시 전화하기로 했다. 한국을 떠난지 3주가 다 되어가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다. 사

진이라도 가지고 올 걸 그랬다. 

폐 검사를 받기 위해 하얀토토병원에 갔다. 가는 동안 숨이 차다기 보다는 힘이 들었다. 병원에 도

착하니 의사는 없고 한국인 트레커만 있다. 봉사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의료 기구도 다른 병원에 줬단

다. 그럴 거면 왜 만들었나 싶다.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다. 물어보니 현지 병원이 있다고

하여 갔다. 가니 또 50불을 달란다. 이 동네 병원은 가기만 해도 50불이다. 의사는 현지인인데 영어

를 잘못한다. 여러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폐에 물이 다 빠졌다고 진단을 내렸다. 숨을 쉬면 갸르릉 소

리가 들리지만 의사가 빠졌다니 빠진거다. 영훈형에게 물이 다 빠졌다고 전화를 하고 돌아왔다. 

저녁으로 mixed pizza를 먹었는데 역시 밑이라 그런지 훨씬 맛이 있다. 몸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

다. 내일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4월 19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일어나 부엌에 가서 차를 마시고 텐트로 돌아와 몸을 풀었다. 어제 푹 쉬었더니 컨디션이 괜찮다.

아침에 조기(굴비)구이가 나왔는데, 맛이 좀 상했다. 아침을 먹고 세수하고 로션, 선크림을 듬뿍 발

랐다. 오전에는 같은 세븐 써밋 대행사의 인도팀(6명)의 라마제가 있어 구경갔다가 맥주와 음식을

얻어먹었다. 힌두식으로 라마제단에 절하는 대원들을 보니 형식은 다르지만 기원하는 마음은 같구

나하는 생각이 든다.

본부텐트에서 2캠프 이상으로 올릴 행동식을 포장하고 칼국수로 점심을 먹었다. 잠시 쉬었다가 3

캠프, 4캠프용 식량, 의료, 장비 등을 챙겼다. 내일부터 셰르파들이 2캠프로 짐을 올린다. 우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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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필 〉

아침에 일어나서 파상과 함께 사원으로 제를 지내는 모습을 보러 갔다. 가는 도중 개가 따라왔다.

똑똑한 개인가 보다. 의식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다. 처음에는 상점

에서 천을 사고 그걸로 돈을 감쌌다. 그리고 절에 들어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 뒤 2층으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되었다. 2층은 바닥에 쌀이 많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것이 고소 때문인지,

향 냄새 때문인지, 절의 분위기 때문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제의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로웠다. 전

화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제와는 확

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 절에는 예띠 유골이 있었는데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스님의 기나

긴 기도가 끝나고 한명씩 나가서 팥 같은 걸 받고 목에 끈을 거는 걸로 제가 끝났다. 의식이 끝나고

스님과 사진도 찍었다. 

팡보체에서 페리체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렸다. 여기서 헬기를 타고 내려갔었는데 다시 오다니 감

회가 새롭다. 심심해서 롯지에 있는 한국 책을 읽었는데 ‘얄개바위’라는 책이었다. 내용 중에 88년

도 요세미티에 서울대 학생이 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형님들이라 자랑스러웠다. 내일도 페리

체에서 쉰다는데 병원에 가서 다 나았다고 하려다가 50불 내라고 할까봐 포기했다.

■4월 22일 고락셉(5140m) ⇒ 칼라파타르(5550m) ⇒ 고락셉(5140m) ⇒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새벽같이 일어나 스프 한 그릇을 마시고 코리안리 임직원들과 칼라파타르에 올랐다. 햇빛이 들기

전엔 손발이 시리다. 남선우 선배님이 고소로 힘들어 하셔서 배낭을 대신 메 드렸다. 작년 크리스마

스 이브에 오르고 약 4달 만에 다시 칼라파타르에 오른다. 고소적응이 되어 있고 천천히 오르니 힘

들진 않지만 좀 빨리 움직이면 숨이 찬다. 오르다 보니 해가 비추고 정상에 도착한다. 다들 사진을

찍으며 칼라파타르 정상에 오른 것을 즐거워한다. 각자의 소원, 기원을 적은 룽다를 준비해 와서 거

는데 좋은 아이디어다. 고소로 힘들어 하시는 남선우 선배님과 먼저 내려오는데 이런저런 산 이야기

를 해주셔서 잘 들었다. 30여 년 전에 이곳을 누비며 등반한 경험들, 알피니즘의 방향에 대한 제안.

고락셉에 도착해서 물 한잔 마시며 쉬고 있으니 뒷사람들이 도착한다. 다들 힘들고 지친 기색이다.

하지만 목표를 성취했다는 기쁨과 이제 내려간다는 안도가 가득하다. 아침을 먹은 후 내려가는 코리

안리 팀에 인사를 하고 우린 다시 베이스캠프로 올라왔다. 무리하지 않고 쉬엄쉬엄 왔는데 2시간 좀

안 걸렸다. 점심으로 라면을 먹고 쉬는데 온몸이 나른하고 졸린다.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좀 움직여

서 그런 듯.

책을 읽으며 쉬면서 오후를 보낸다. 저녁은 염소탕. 좀 질기지만 맛있다. 고기를 배불리 뜯어먹고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저녁을 먹은 후 영화를 하나 보고 자기로 한다. 영

화를 보면서 졸다가 텐트에 들어가 잠들었다.

〈 유선필 〉

오늘은 휴식일이다. 오전에 4950m까지 올라갔다. 숨도 차고 내려가고 싶었다. 아직 베이스캠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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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가하는 생각을 하며 아침을 먹는다. 쉬는 날이니 밥 먹고 세수하고 로션,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고

여유를 부려본다.

따시(세븐 써밋 사장 밍마의 동생)가 우리 캠프에 와서 원정 진행상황, 선필이,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얘기한다. 이 친구는 등반도 제법 많이 했고, 형 밑에서 등반 매니저 역할도 잘 하고 있다. 영훈

형의 가을시즌 캉슝페이스 등반계획에도 관심이 대단하다. 지난겨울 카트만두에서 봤을 땐 뭔가 힘

이 없어 보였는데 산에선 믿음직스럽다. 역시 사람은 각자 어울리는 곳이 있나보다. 

따시와 함께 점심을 먹고 쉬고 있자니 눈발이 날리는데 코리안리보험팀 - 남선우 선배님이 함께

온 트레킹팀 - 에서 보낸 홍삼절편을 가지고 포터 한 명이 올라온다. 이미 알고 있던 터라 영훈형은

내려가야 하나 어쩌나 고민한다. 결국 포터와 함께 고락셉으로 내려가기로 하고 짐(침낭, 랜턴)을 챙

겨 누르부형과 함께 넷이서 눈발을 헤치고 내려간다. 영훈형은 빠르다. 난 힘이 든다. 그래도 고락셉

에 1시간 15분 만에 도착. 코리안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롯지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생각보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재보험 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회사인 듯.

저녁 먹기 전에 선물(맥주 한 박스) 전달식을 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다. 사장님 이하 직원 14명이

함께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업무의 연장으로 왔다는 게 대단하다. 사장님이 강조하는 도전, 협동정신

도 공감되고. 저녁식사 후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코리안리팀은 내일 4시 30분 기상, 5시에 칼라파

타르로 출발한단다. 그래 다들 일찍 잠자리에 든다. 우리도 현지스태프들이 자리를 정리 하길래 - 9

시 전 - 해산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번 원정에서는 두클라에서 바로 베이스캠프로 들어가서 고락셉에서 잘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락셉에서 잔다. 작년 12월 24일에 여기서 잤었다. 아무리 후진 롯지라도 텐트보단 좋다는

게 실감난다. 같은 침낭을 펴고 앉아 있는데도 편안함은 천지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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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파타르에서 내려다 본 눈 덮인 고락셉(4950m)



출발. 나텐지는 조금 뒤에 출발해 함께 1캠프로 간다. 삼중화가 아닌 중등산화와 체인아이젠, 스틱

하나, 윈드스토퍼 장갑으로 운행하니 저번보다 편하다. 고소적응이 된 것도 있겠지만 운행하는데 최

대한 편하도록 옷, 장비를 챙기니 그리 힘들지 않게 1캠프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영훈형은 텐트 한 동을 가지고 먼저 올라가신다. 난 뒤에 오는 셰르파들을 기다리며

쉬었다 간다. 1캠프에 둔 짐 - 우모복, 피켈 -을 넣고 더워서 윈드재킷, 오버트라우저, 파일재킷을

벗어 배낭에 넣으니 제법 무겁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힘이 빠지고 졸린다. 마지막 1시간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다. 졸음을 참으면서, 움직이면 거칠어지는 숨을 고르며 몇 발자국씩 움직인 끝에 2캠

프에 도착.

2캠프는 빙하 옆 모레인 지대에 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어수선하다. 배낭을 벗어 놓고 주스

한 잔 마시며 숨을 고른다. 식당텐트에서 점심을 기다리고 있으니 영훈형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다. 아래쪽 충남고팀에 다녀왔단다. 점심을 먹고 텐트에 짐을 풀고 있는데 충남고 대장님이 들르셔

서 차를 마시며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캠프는 고도가 6500m라 춥다. 우모파카, 우모바지

를 입고도 가만히 있으면 춥다. 산소가 부족한지 계속 졸린다.

텐트에 있다가 저녁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도 몸이 선뜻 말을 듣지 않는다. 한참을 멍때리다가 정신

을 차려 식당으로 가니 고등어찌개와 두르바형이 아침에 싸줬던 김밥에다 계란물을 묻혀 부친 게 있

다. 아직 고소적응이 안 되어 연신 숨을 몰아쉬며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배부르

고 따뜻해서 그런지 계속 졸린다. 결국 식당을 나와 하늘 구경 - 별, 달, 산 - 좀 하고 텐트에 들어왔

다. 2캠프는 춥고 심심하다.

〈 유선필 〉

어제의 과식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잠을 설쳤다. 눈을 떠보니 5시 몇 분이다. 다시 자봤자 깰 것

같아서 그냥 일어나기로 했다. 차를 한 잔 먹고 베이스캠프로 갈 지 일행을 따라 고락셉까지만 갈 지

고민했다. 인도 사람들도 좋고, 가이드들도 좋아 베이스캠프까지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어

제 밤에 너무 추워서 고락셉에서 잘 용기가 사라져 베이스캠프로 바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 마침 롯

지 주인에게 말하여 아침을 일찍 먹고 계획보다 1시간 일찍 밥 먹고 7시 15분에 출발하였다. 고락셉

까지는 1시간 45분이 걸렸는데 내려갈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 힘들게 내려

갔던 그 길이 이렇게 편한 길이었다는 게 웃겼다. 

배가 조금 아팠는데 베이스캠프 가서 시원하게 보기로 하고 계속 걸었다. 그런데 고락셉이 손톱만

해 보일 때부터 지옥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락셉으로 돌아가기에는 온 길이 아까워 계속 걸었다. 가

다가 몇 명을 만났는데 어디서 나온 자존심인지 휴지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10분 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심정으로 바위 뒤에서 바지를 내리며 땅을 치고 후회된다. 바위 뒤에 갈 때는 나무뿌리

로 닦을 수 있을거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간이 화장실 같은 곳이라 사람들이 많았는지 남이

쓰고 버린 휴지가 많이 있었다. 신에게 감사하며 시원하게 싸고 나오며 내려갈 때 휴지라도 한 통 두

고 가야지 생각하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냐 싶어 안 하기로 했다. 상쾌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조

금만 빨리 걸으면 숨이 차다. 상쾌함과 고소는 관련이 없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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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적응이 되지 않았나보다. 정상 공격할 때는 이런 상태로 20시간 가까이 걸어야겠지. 자신이 없

다. 인도팀은 다들 잘 걷는다. 셰르파라서 그런가? 

■4월 23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어제 피곤했는지 일찍 자고도 8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아침을 거의 다 먹었을 때 영훈형이 2캠프

에 올릴 장비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아침을 다 먹고 무전기 배터리팩, 배터리, 깃발, 수선구, 휴지 등

을 챙겼다. 무전기의 경우 충전기를 2개 가져왔는데 어제 하나가 고장났다. 멀쩡한 충전기를 2캠프

에 올리기로 하고, 베이스캠프는 밍마(세븐 써밋 사장)가 가져오는 걸 빌리기로 한다. 챙길 걸 챙겨

두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양말도 빨아 넌다. 내일 2캠프에 올라가면 당분간 하기 힘들 것이

다. 부르튼 입술이 계속 낫지 않아 불편하다. 아마 원정 끝날 때까지 갈 것 같다. 혓바늘도 좀체 낫지

않고. 쉬면서 지내도 몸은 힘든가 보다. 오전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점심은 면이 아니라 저녁처럼 나온다. 돼지고기 볶음, 한국식 카레로 배불리 먹고 사과로 입가심을

한다. 내일이면 2캠프로 올라가야 해서 두르바형이 신경을 좀 썼나보다. 점심을 잘 먹어 그런지 오

후엔 나른하고 졸린다. 본부텐트에서 졸다가 추워서 내 텐트에 가서 누워 있었다. 정신을 차려 본부

텐트에 오니 가스히터를 켜 따뜻하다. 오징어포를 몇 개 집어먹었는데 속이 거북하다. 

나텐지, 뚱뚱 밍마와 함께 산소장비를 점검했다. 처음 사용하는 장비라 걱정했는데, 다루기 어렵지

않다.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마셔봤는데 산소가 나오는 건지 마는 건지 느낌이 없다. 원래 그렇단다.

우리 대원들 마스크는 신형인데, 셰르파들은 구형이다. 점검을 마치고 소화제를 한 알 먹었다. 이번

원정 와서 처음 먹는 약이다. 내일은 셰르파들도 전부 2캠프에 올라가기로 해서 본부 텐트 구석에 2

캠프에 올릴 짐이 쌓인다.

저녁은 닭도리탕이다. 평소에도 좋아하던 터라 속이 안 좋음에도 많이 먹었다. 식후에 비타민과 함

께 훼스탈을 하나 더 먹었다. 충전확인도 할 겸 위의 세븐 써밋 본부텐트에 가서 TV를 보았다. 한국

의 오름반실보다 더 좋다. 그런데 좀 춥다. 9시가 좀 넘어 내려와 정리하고 취침.

〈 유선필 〉

페리체에서 로부제까지 3시간 만에 왔다. 점심 먹기 전에 심심해서 뒷산에 올라갔다. 돌산이라서

떨어질까봐 무서웠다. 내일이면 베이스캠프에 들어간다. 인도팀은 내일 고락셉, 모레 베이스캠프에

갈 거라고 한다. 지금은 원정에 대한 생각보다는 잡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원정을 왔다기 보다는 놀

러온 느낌이다. 내일이면 달라지겠지. 

■4월 24일 베이스캠프(5400m) ⇒ 2캠프(6500m)

〈 서정환 〉

어제 저녁에 소화도 안 되고 2캠프에 갈 배낭을 챙기느라 늦게 잤음에도 알람소리를 듣고 잘 일어

났다. 옷을 챙겨 입고 배낭을 들고 본부로 가니 아무도 없다. 좀 기다려 아침을 먹고 영훈형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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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뜻한 물로 달래며 책에 집중한다. 9시쯤 되어 식당 불도 꺼지고 다들 잠자는지 조용해지니 속

도 좀 조용해진다. 부디 잘 적응해서 무사히 등반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야지. 인수봉 등반 후 산친

구들과 닭도리탕에 막걸리 한 잔 나누고 싶은 2캠프의 밤이다.

〈 유선필 〉

‘헉’ 또 다시 숨이 막혀 일어났다. 밤새 잠들면 깨고 잠들면 깨고의 연속이다. 지금 시간은 5시 45

분 다시 잠들어봤자 또 깰 거 같아서 그냥 본부텐트에 나왔다. 로부제에서도 이랬는데…. 과식을 하

고 소화를 덜 시키고 자면 이런가보다. 아침을 먹고 빈둥빈둥거리고 있는데 따시가 왔다. 영훈형과

통화를 해보란다. 형이 나보고 어찌하라는 말도 남기지 않고 올라가서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레쯤 가이드를 한 명 내려 보내겠다고 했다. ‘이제 나도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

니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베이스캠프에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다. 그러면서 한국을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을 돌아봤다. 2달 휴가 간다는 생각으로 떠나왔는데 이미

내 마음의 큰 부분을 로체가 차지했다. 이 오르고 싶다는 마음은 이력서의 한 줄을 위해서인가? 본

능인가?

점심을 먹고 너무 잠이 와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그런데 또 잠이 들면 숨이 모자라 깬다. 이게 다

과자 때문이다. 책 읽고 글 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으니 계속 먹을 것에 손이 간다. 베이스캠프에만

있으면 살이 쪄서 돌아간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그래도 꾸역꾸역 자고 있으니 두르바형이 빨래하러 나오란다. 그래서 빨래하러 갔더니 물이 뿌옇

다. 석회가 녹아서 그런가보다. 석회가 몸에 미칠 법한 영향에 대해 생각하며 빨래를 했다. 그래도

냄새 나는 것보다는 나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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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헉거리며 걷다보니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몸이 당분을 원했지만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면 맛난

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참고 걷다가 결국 앉아서 초콜렛을 먹었다. 우리 베이스캠프

는 베이스캠프 사이트에서 너무 멀리 있다. 이번에 올라오며 다시는 우리 베이스캠프 밑으로 안내려

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올라오다 충남고 텐트에 들려 인사를 드렸다. 오랜만에 한국인을 만나니 반

갑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니 두르바형 말고는 아무도 없다. 형들은 일주일 후에야 내려온단다. 생

각해보니 정상 공격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갑자기 이러다 4캠프도 못가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

다. 빨리 올라가보고 싶은데 휴대폰, 무전기 배터리가 방전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다. 

카트만두를 떠나고 처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원정 끝날 때까지 안 갈아입고 버틸 자신이 있는데

갈아입는 게 더 따뜻하니깐 갈아입었다. 저녁으로 닭죽을 먹고 두르바형이랑 이야기를 했다. 형의

애들은 외국어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딸은 간호사가 될 거고 아들은 의사가 되면 좋겠단다. 우리나

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인데 선호하는 직업이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소변을 보다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이때의 하늘이란! 윤동주 시인이 별 하나에 아름다운 것들을 불

러본다고 하였는데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가져와도 불가능할 만큼 별이 많았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을 뒤덮어야 반짝거린다는 것도 알았고, 별들이 이루는 산의 윤곽은 낮에 볼 수 있는 장엄함과

는 다른 멋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자려고 누워 있으니 속이 부글거린다. 너무 많이 먹었나보다. 오

늘은 단잠을 자기를.

■4월 25일 2캠프(6500m)

〈 서정환 〉

확실히 고도가 높아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다. 거기다 머리를 텐트 입구 쪽에 둬서 영훈형이

텐트 문을 여닫을 때마다 눈세례를 뒤집어쓴다. 내가 텐트 문을 여닫을 땐 영훈형도 그러시겠지. 다

들 일어나 웅성대는 소리 - 2캠프는 텐트간격이 좁다. - 에 깨서 정신을 차린다. 아침 해가 들기 전

엔 춥다. 아침을 먹고 2캠프 윗동네 - 여기도 전체 캠프가 아래 위로 긴데 우린 아래쪽 - 까지 산책

을 갔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이 든다. 차차 좋아지겠지.

텐트에 누워 비몽사몽 졸다가 정신을 차리는데 점심 먹으란다. 오늘 점심은 달밧.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긴 한데, 적응이 덜 되어 많이 먹을 수가 없다. 오후엔 3캠프, 4캠프에 올릴 식량을 정리해서 셰

르파들에게 주었다. 내일 줄이 깔리는 대로 셰르파들은 올라가서 텐트사이트를 잡아야 한다. 우리도

내일 3캠프까지만 갔다 내려오기로 한다. 긴 오후시간을 ‘파이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며 보낸다.

저녁은 닭도리탕이 나왔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사람마다 어떤 음식에 얽힌 이야기나 습관 등이

있기 마련인데 닭도리탕은 나한테 그런 음식 중 하나이다. 인수봉 등반을 마치고 바위에 매달려 등

반의 즐거움과 무서움을 함께 한 산친구들과 우이동에 내려와 나누는 막걸리 한 잔과 닭도리탕은 나

에겐 그 어느 만찬보다 맛있고, 행복한 휴일 저녁식사다. 이런 생각을 하며 맛있게 먹다가 한 그릇을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한다. 매콤한 국물에 감자를 적당히 부수고, 밥을 넣고, 닭고기를 먹으며 한 숟

가락씩 먹는 맛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그릇을 더 먹고 마무리했다. 

식후의 포만감으로 다시 ‘파이 이야기’에 빠져드는데 괜찮지가 않다. 역시 과식은 금물. 불편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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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불러도 대답이 없다. 너무 피곤해서 먼저 텐트로 들어와 내일 가지고 갈 짐, 두고 갈 짐을 정리하

고 잠들었다.

〈 유선필 〉

이 얼마만에 맞이하는 상쾌한 아침인가? 잠을 잘 잤다는 건 적응이 되었다는 이야기니깐 내일도

잘 잘 수 있겠지? 아침으로 북어국에 계란을 먹고 있는데 혀가 아프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 혓바늘

이 2개나 났다. 베이스캠프 도착해서 과자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이젠 그만 먹어

야겠다. 

아침을 먹고는 사온 멜빵을 우모 바지에 달았다. ‘꿰맨 부분이 등반하다가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터지면 신이 나를 받아 줄 생각이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꼼꼼히 꿰맸다. 한참 꿰매고 있는데 댄디가 돌아왔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엄청 반가웠다. 그

런데 댄디 상태가 안 좋다. 깊은 숨을 쉬면 기침이 나오고 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한다. 폐부종이

다. ‘셰르파들도 폐부종에 걸리는구나. 폐부종이면 등반을 못할텐데, 댄디 그럼 돈 못버는데 어

쩌지? 빨리 나았으면’ 등의 생각을 하며 폐부종 약을 주었다. 댄디가 영훈형이 쓴 편지를 주었

는데 내용은 내일 밍마(중국팀 셰르파)와 올라오고 매일 무전하자는 내용이었다. 아파서 내일

못 올라간다고 미안해하는 댄디에게 밍마랑 올라오란다고 이야기를 하자 밍마는 내일 마칼루에

간다며 의아해한다. 그래서 형에게 무전을 하니 알았다며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잔다. 멜빵을 바

지에 달고 털 정리를 했다. 바늘로 털을 넣고 있으니 두르바형이 그러면 바지 상한다며 털을 집

어넣는 법을 가르쳐줬다. 털이 나온 쪽 반대편에서 털을 잡고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인데 옷이

상하지도 않고 좋았다.

너무 심심해서 일지를 컴퓨터로 옮겼다.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다. 60일치 옮기는 건 얼

마나 걸릴까? 컴퓨터를 뒤지다보니 건오징어조림을 만드는 법이 있어 건오징어조림을 만들었다. 맛

은 그럭저럭 이었다. 형들이 있었으면 사진을 찍어 줬을 텐데 아쉽다. 두르바형이 이건 2캠프로 보

내야한단다. 내 요리가 고평가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기를 설치해 줬다. 신난다. 밤에 영화 볼 수 있다. 삼중화를 신고 아

이스폴 쪽을 나가봤는데 위에는 눈이나 밑에는 얼음이었다.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

다. ‘내일은 아이젠을 착용하고 와봐야지’ 하며 얼마 못 가 돌아왔다.

저녁은 파상, 밍마, 댄디와 같이 먹었는데 메뉴는 갈칫국이었다. 갈치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카

트만두에서 헬기로 바로 올렸단다. 이렇게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 있는데 왜 한국에서 사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전하기로 한 시간은 8시지만 7시 반부터 무전기를 켜놓았다. 8시가 되어 무전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다. 8시 반까지 시도해 보았으나 응답이 없다. ‘내일은 못 가구나.’ 생각하니

맥주가 한 캔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두르바형에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니 안 된단다. 형은 쿡이라

기 보단 원정대장 같다. 

자기 전에 소변을 보러 밖에 나왔는데 초승달이 떠 있었다. 어제 달이 없었던 건 특별한 날이었구

나. 확실히 달이 있으니 별들이 적다. 내일 못가는 책임을 무전기에 돌리며 잠에 들었다.   

서울대학교 농생대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보고서 107

저녁은 따시랑 두르바형이랑 같이 먹었는데 따시와 두르바형이 네팔어로 이야기를 한다. 네팔어를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냥 그들과 있는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다. 형들에겐 죄송한 생각인데 계

속 이렇게 따로 다니고 싶다. 이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편하다.

저녁에는 인도 영화를 봤는데 자막이 영어라 제대로 보진 못했다. 협객 영화인 것 같은데 악인이

이기는 걸로 영화가 끝났다. 이상한 영화다. 오늘 밤은 무사히 잠들기를 기원하며 잠에 든다.

■4월 26일 2캠프(6500m) ⇒ 6800m ⇒ 2캠프(6500m)

〈 서정환 〉

치링이 차를 마시라고 깨운다. 모닝커피. 난 평소 커피를 거의 안마시지만 여기선 마셔야지. 고도

가 높아 그런지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잘 들지 않는다. 원래 계획은 오늘 3캠프까지 줄이 깔리면 3

캠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로프작업이 오늘부터 시작이다. 셰르파 텐디는 몸이 안 좋

아서 베이스캠프로 내려가고, ‘잘생긴’ 밍마는 멤버들이 마칼루 등반한다고 거기로 간단다. 나머지

우리 팀 셰르파들은 오늘 짐을 올리는데 까지 올리기로 하고 출발한다.

아침을 먹고 따뜻해진 텐트에서 조는데 정신이 멍하고 의욕이 없다. 졸음 때문인지, 고소 때문인

지. 영훈형의 가자는 말에 깨어 배낭을 챙겨 식당텐트에 가니 영훈형은 원피스를 입고 있다. 라면으

로 점심을 먹고, 나텐지가 지금 올라가면 덥다고 하여 가벼운 복장으로 나섰다. 신발도 삼중화가 아

닌 그냥 등산화를 신고. 출발한지 얼마 안 되어 영훈형은 먼저 앞서간다. 따라갈 수가 없다. 나텐지

와 천천히 가는데도 힘들다. 2캠프 지역을 지나 로체페이스를 바라보며 가는데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다. 

계속 올라가는데 영훈형이 내려온다. 주스를 하나씩 마시고 2캠프에서 보자고 하고 헤어졌다. 올

라가는데 바람이 불고 추워진다. 고정로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오르막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로프작

업한 셰르파들이 다 내려가고, 나텐지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 나도 춥고 힘들어서 더 올라갈 마

음이 없다. 바람이 잦아진 틈에 옷을 여며 입고, 체인 아이젠을 신고 내려간다. 내려가는 것도 힘들

어 나텐지 뒤만 보고 길 아닌 곳으로 막 내려가다 아이쿠! 왼발이 히든 크레바스에 빠졌다. 다행히

크레바스가 작고 가장자리에 걸려 그냥 나왔는데 왼쪽 무릎이 시큰거린다. 힘들수록 조심하고, 집중

해야지.

2캠프로 돌아오니 좀 살 것 같다. 한숨 돌리고 있는데 영훈형이 베이스캠프로 내려갔다가 이틀 쉬

고 29일에 올라오란다. 영훈형은 베이스캠프 다녀오는 것보다 2캠프에서 있는 게 낫다고 한다. 사

실 난 2캠프에 있어도 적응이 되기보다 힘이 빠지는 기분이라 베이스캠프에 한 번 다녀오고 싶었던

터라 그러겠다고 했다. 그런 지금(17시경) 내려가도 되냐고 물었다. 빨리 내려가면 2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았기에. 영훈형도 이왕 내려가는 거 빨리 가서 쉬는 게 낫다고 셰르파들에게 물어보신다. 하지

만 셰르파들이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시간이 늦어 눈사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내일 아침 먹고 내려

가기로 한다. 

저녁은 삼계탕. 하림에서 지원받은 삼계탕팩에 양파를 넣고 끓인 것이다. 여기 올려놓으니 맛있게

잘 먹는구나. 저녁을 먹고 나니 춥고 계속 졸린다. 8시로 약속된 베이스캠프와의 교신을 시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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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 남아있어 쉬지 않고 계속 내려간다. 곳곳에 빙탑이 무너진 흔적이 있고 미처 보수하지 못한

구간도 있다. 베이스캠프까지 쉬지 않고 내려오는데 죽을 맛이다. 3시간 걸려서 2캠프에서 베이스

캠프에 도착. 베이스캠프에 충남고 가이드 치링이 있는데 점심 먹으러 오란다. 12시까지 간다 그러

고 텐트에서 좀 쉬다 정리를 했다. 

충남고 베이스캠프에 도착해서 인사드리고, 오늘 눈사태 이야기를 했다. 점심은 짜장밥. 맛있다.

확실히 베이스캠프로 내려오니 식욕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 과일, 차까지 얻어먹고 USB에 만화책

까지 받아왔다. 우리 베이스에 돌아와 선필이는 셰르파들이랑 빙하에 등반연습하러 나가고 난 오랜

만에 베이스캠프 본부텐트에서 여유로운 시간.

아까의 눈사태로 내일은 1캠프로 등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2캠프에서 - 아마도 내가 내려온 뒤

따라 온 - 내려온 누르부형이 말한다. 그럼 누르부형은 어떻게 내려왔냐니까 ‘jump’. 내일도 못 올

라가면 선필이는 계획보다 이틀이 밀린다. 아직 베이스캠프 위로는 등반도 못했는데 곧 5월이다. 아

무튼 1캠프에 올라갈 준비에 대한 조언을 하고 일단 짐을 챙기라고 했다. 두르바형 얘기로 내일은

SPCC에서 루트 보수를 하기 때문에 1캠프는 못 간단다. 난 상관없지만 선필이가 걱정. 그리고 2캠

프 옆 눕체에서도 눈사태가 났다고 셰르파들이 오늘은 ‘dangerous day’란다. 그러고 보니 대장인

영훈형, 사다 나텐지, A베이스캠프(2캠프) 쿡 치링만 빼고 전부 베이스캠프에 있다. 고작 3일 A베이

스캠프에서 자고 왔는데도 베이스캠프가 천국 같다. 

저녁은 나, 선필, 따시 셋이서 닭백숙과 죽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무전기를 챙겨 충남고 베이스캠

프에 갔다. 영화 ‘풍산개’를 좀 보다 교신하기로 한 8시가 되어 나와 무전을 하지만 안 된다. 선필이

가 알려준 무전 되는 곳에서도 안 되고, 배터리 - 배터리팩에 알카라인 건전지 사용 - 전압이 낮아

송신도 제대로 안 된다. 이번에 무전기가 계속 말썽이다. 더 잘 준비했어야 하는데. 충전기만 다 가

져왔어도. 후회해 본들 안 되는 무전이 되지는 않는다. 교신을 포기하고 우리 베이스캠프로 가는데

선필이가 배터리가 다 되어 영화가 끝났다고 온다. 우리 베이스캠프 본부에서 각자 정리하고, 빅뱅

이론 시즌5 1, 2화를 보았다. 시즌4를 안 봐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내일까지

푹 쉬면서 잘 회복해서 모레부터는 다시 열심히 등반해야지. 

〈 유선필 〉

오늘도 잘 자지 못했다. 답답하고 알몸으로 자고 싶은 건 왜 그런 걸까? 자다 숨이 헉헉 막혀오는

데 이건 적응이 덜 돼서 이런 걸까? 베이스캠프에 온지 4일째인데 아직 적응이 덜 되었다니. 한의사

선생님이 나는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다고 한 것이 떠오른다. 한의학을 믿지 않아 흘려들었는데 진짜

인가 싶다. 그래도 오르고 싶다. 이 오르고 싶다는 마음-몸이 상하더라도, 수명이 단축되더라도-은

본능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본능을 억누르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산을

접하는 순간 본능이 살아나는 것인가? 

20일을 정상공격일로 잡고 나 혼자 계획을 짜본다. 28일:1캠프등반+취침, 29일:2캠프갔다 베이스

캠프까지 하산, 30일~1일:휴식, 2일~6일:2캠프 취침 이런 식으로 원정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계획을 짰다. 사실 원정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로체를 올라야 할 이유가 없다. 에베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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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2캠프(6500m) ⇒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오늘 아침도 치링이 텐트에 넣어주는 커피로 시작하지만, 다시 침낭에 눕는다. 아침 먹으라는 소리

에 식당텐트로 간다. 아침을 먹고 같이 내려갈 인도팀 셰르파 2명과 함께 베이스캠프로 내려간다.

내려갈 준비를 하는데 너무 미적거려 미안하다. 먼저 내려가라고 하는데 치링이 그래도 같이 내려가

란다.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부끄럽다. 영훈형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내려가는데 어제

다친 왼쪽 무릎이 아프다. 괜히 내가 못나 보인다. 

아이젠을 신고 천천히 걸어간다. 제법 걷다보니 무릎도 제법 괜찮아진다. 1캠프에 혹시 선필이가

도착했나 확인해보지만 아무도 없다. 1캠프 근처의 오르막 약간이 왜 이리 힘든지. 1캠프를 지나 아

이스폴 지대를 통과하는데 올라올 때와 루트가 좀 바뀌었다. 여긴 계속 변하는 곳이니까. 아이스폴

을 내려가는데 위에서 ‘쿵’ 소리가 나고 눈사태 후폭풍이 밀려 내려온다. 사진을 찍을까 하는데 그

럴 틈이 없다. 옆에 있던 인도팀 셰르파가 ‘safety’ 란다. 고정로프에 확보를 하고 발라클라바를 올

려 코와 입을 감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시원한 눈가루가 옷 틈으로 들어오고, 사방이 하얗게 된

다. 후폭풍이 지나가고 좀 있으니 위의 외국인이 1캠프에 다른 멤버가 있냐고 한다. 2캠프에 있다고

하자 1캠프 근처에서 한 명이 죽었단다.

이거 어제부터 주위에 살기가 감도는 기분이다.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거듭 다짐한다. 위험한 구간

4월 27일 오전 9시 40분, 좌측 눕체 정상부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발생해 웨스턴 쿰을 덮었다. 이 눈사태로 1캠프의 텐트 수백여 채가 모두

날아가고 등반 중이던 여러 명의 등반가들이 사고를 당했다.



저녁은 닭도리탕! 천천히 배불리 먹는다.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잠자리에 드는데, 내일 3시 30

분 출발이 걱정이다. 잠이 부족하면 더 힘들 텐데.

〈 유선필 〉

아침을 먹고 아이스 폴 쪽으로 산책을 갔다. 가다가 나와 함께 로체를 등반할 중국인 클라이머를

만났다. 안나푸르나를 등정하고 왔단다. 대단하다. 쿰부체 바로 밑까지 가고 싶었으나 길이 끊어져

서 포기하고 돌아왔다. 베이스캠프에서 떨어지니 나의 숨소리와 얼음이 녹는 소리만 들려서 기분이

좋았다.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파상과 주마링 연습을 하러 갔다. 거의 직벽에서 연습을 했는데 무리

해서 올라갔다가 고소 먹는 줄 알았다. 점심 먹기 전에 누르부 형이 케익을 해줬는데 맛있었다. 오븐

이 없어도 케익을 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숨이 차다. 적응이 되었으면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오후에는 내일 1캠프

올라갈 준비를 했다. 막상 올라갈려니 가기가 싫다. 영훈형의 계획은 1캠프에서 1박 후 2캠프 갔다

가 하산인데 나는 1캠프에서 1박, 2캠프에서 2박을 하고 내려오고 싶다. 그리고 딩보체까지 내려가

고 싶지도 않다. 형들은 어떤 생각일까? ‘그냥 가는 데까지 가봐라’라는 생각일까? 아니면 summit

try가 가능할 정도로 적응을 시켜줄 생각일까?

■4월 29일 베이스캠프(5400m) ⇒ 2캠프(6400m)

〈 서정환 〉

03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으나 어제 늦게 잔 탓인지 03시 30분에 일어났다. 운행 전에는 더욱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반성한다. 식당텐트에서 함께 가기로 한 누르부가 기다리고 있다. 미안하다.

아침을 먹고 챙겨서 출발하려는데 선필이가 식당으로 온다. 조심히 운행하고 시간 맞춰 교신할 것을

당부하고 출발. 역시 출발 후 10분이 힘겹다. 몸이 풀리기까지 천천히 운행한다. 아이스폴에 들어서

니 몸이 좀 풀린다. 외국인들은 사다리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운행속도는 빠르다.

가다가 충남고 선배님들을 만나 인사드리며 올라간다. 

1캠프 가는 길은 그저께 세락붕괴로 루트가 제법 바뀌었다. 사다리에서 추락사한 셰르파의 흔적은

그대로다. 내려오는 방향에선 보이지 않아 루트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출발할 때에는 바람도

없고 날씨도 춥지 않더니,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지고 해도 들기 전이라 춥다. 더워서 벗었던 윈드재

킷을 다시 입고 가는데 바람이 세져서 힘이 쭉쭉 빠진다. 1캠프에 도착하여 짐이 가득한 텐트 안에

서 바람을 피해 쉰다. 누르부가 비스켓을 줘서 함께 나눠 먹고 쉰다. 쉬어도 한 번 떨어진 체력이 쉽

게 회복되지 않는다. 역시 고소에선 무리하지 않고 운행해야 하는데.

쉴 만큼 쉬었다가 2캠프를 향해 출발하는데 바람도 강하고 너무 힘들다. 거기다 불안하던 배에서

진통까지 오니 이거 죽을 맛이다. 루트 중에는 어디 엉덩이 가릴 곳도 마땅찮은데. 2캠프까지 참아

야한다는 부담감에 그저 꾸역꾸역 걸을 뿐이다. 어서 2캠프에 가야한다는 마음만 급해 제대로 쉬거

나 행동식을 챙겨먹지 않았다. 거기다 해가 비치니 졸리기까지. 급한 마음과 달리 걸음은 점점 느려

진다. 결국 2캠프가 저 멀리 보이고 뒤에 오는 사람도 저 멀리 보일 때 바지를 내렸다. 시원하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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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대니깐. 형들의 배려로 로체를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인데 내 욕심만 부린다. 

아침을 먹고 영훈형이랑 무전을 했다. 우리 무전기는 왜 이리 안 좋은지 원. 결국 무전을 하였고 그

내용은 정환형이 내려오고, 나는 내일 댄디 동생이랑 올라오라는 것이었다. 무전을 끝내고 인도 팀

라마제에 참석했다. 라마제가 끝나가는 9시 40분 경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스폴 위에서부터 눈

이 천천히 내려왔다. ‘와 저게 눈사태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카메라를 챙겨오지 않음을 후회했다.

천천히 진행되던 눈사태는 어느덧 흘러가는 구름에 동화되었다. 넋 놓고 눈사태를 구경하다 갑자기

정환형이 걱정이 되었다. 눈사태에 휩쓸렸으면 어쩌나하는 걱정 한편으로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도 있었다. 이는 내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주위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 조난자에 대한 구출과

정, 그리고 이후 원정대의 행방 등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마제가 끝나고 댄디와 병원에 갔다. 병원을 가며 느낀 건 하늘이 룽다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었

다. 세계 최고봉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볼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폐부종이 아니라 차고 건조한 공

기 때문에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버프 같은 걸로 입고 코를 가리고 다니

라고 했다. 이제 꼭 그래야겠다.

돌아가는 길에 충남고 텐트에 들렸다. 영일형이 고소의 경우에는 그 사람만의 한계가 있다고 정상

에 가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다른 걸 목표로 하라고 하셨다. 목표라…. 2달 즐겁게 보내고 가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거기서 점심을 얻어먹고 셰르파들이랑 주마링 훈련을 하고 벨트를 점검했다. 등반

을 위한 준비는 되었는데 오늘 눈사태 때문에 내일도 등반이 불가능하단다. 원래 계획대로 오늘 올

라갔으면 눈사태에 쓸렸을 텐데 라마가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마움이 조금 줄

었다.  

■4월 28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아침 먹으라는 소리에 깨서 시계를 보니 7시 55분. 8시에 교신하기로 했기에 본부에서 무전기를

챙겨 나와서 교신을 시도하지만 역시 배터리 전압이 낮다. 포기하고 배터리팩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

고 아침을 먹었다. 아침을 먹은 후 책을 보다, 핸드폰 게임을 하다 빈둥거린다. 따듯해진 배터리팩을

다시 무전기에 끼우고 무전을 하니 영훈형이 나온다. 어제 1캠프 전에 세락이 무너져 오늘 SPCC에

서 루트를 보수하느라 선필이가 1캠프로 가지 못했음을 알리고 내일 함께 출발한다고 했다. 영훈형

은 오늘 점심 먹고 나텐지, 치링과 3캠프에 올라가 잔다고 한다. 저녁에 다시 무전하기로 하고

교신 끝.

점심은 비빔밥. 여기서 먹으니 농심의 ‘비벼비벼’ 생각이 난다. 물론 이게 더 맛있긴 하지만. 오후

에도 책을 읽으며 빈둥거린다. 계속 물을 마시고 간식을 주워 먹고, 잉여로운 시간이다. 내일 2캠프

로 올라갈 배낭을 챙기는데, 챙길 것도 없지만 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안달이다. 이게 필요할

까, 이건 위에 있는데, 이건 무거워, 이건 안 먹을 거야, 그래도 혹시, 없는 짐을 줄이고 줄인다. 본부

텐트에 오니 배터리가 왔는데 AA, AAA가 섞여 있다. AAA는 12개뿐이다. AAA 40개를 더 올려달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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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을 차고 출발. 아이스 폴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저 정도 높이야 뭐 3시간이면 가겠지 했는

데 아니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숨이 차다. 힘들다. ‘그냥 베이스캠프에 있을 걸 왜 올라간다 그

랬을까? 여기서 이렇게 힘든 거 보니 4캠프도 못 갈 거 같은데 그냥 베이스캠프에서 놀걸. 나는 역

시 체질적으로 아닌가봐. 아니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잖아. 지금 아니면 언제 이 고생을 해보겠

어.’ 하며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며 올라갔다. 올라가며 찍고 싶은 풍경들이 많았는데 힘이 들어 그냥

지나쳤다. 가장 보온력이 좋은 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시리다. 정상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나? 장갑

때문에 정상에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남체에서 장갑을 사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별의별 생각을 하며 걸어도 1캠프는 나오지 않는다. 밑에서 봤을 때는 낮아보였는데…. 그래도 끝

은 있는지라 결국 1캠프에 도착했다. 도착시간은 11시 30분. 6시간 걸렸다. 셰르파들은 아침 일찍 2

캠프로 짐을 옮기고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점심을 먹는다는데 정말 대단하다. 두르바형이 싸준 김밥

을 점심으로 먹고 쉬고 있는데 똥이 마렵다. 화장실이 없어 눈을 파고 있는데 올라오는 사람들과 눈

이 딱 마주쳤다. 좀 더 적절한 장소를 찾다 설원 한가운데 놓인 똥을 발견했다. 그리곤 싸고 묻는 나

는 양반이라며 바지를 깐다. 그런데 바람이 자꾸 똥을 집어넣는다. 문득 바람에 항문을 노출시키면

치질에 걸린다던 인천대 원정대의 조언이 떠올랐다. 급히 마무리를 하고 텐트로 들어갔지만 항문이

아픈 것 같다. 

손가락, 발가락 끝이 아리다. 추위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나보다. 1캠프에서는 할 게 없다. 밍

마도 영어를 못 쓰니 대화를 할 수도 없다. 심심하다 심심하다 하고 있으니 어느새 저녁이다. 5시

반, 이른 저녁을 먹고 바로 누웠다. 머리가 좀 아프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보다. 누가

high camp에서는 밥맛이 없을 거라 했는가? 바람이 엄청나다. 텐트가 날아갈 거 같다. 오즈의 마

법사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정상이면 좋겠다. 해가 지면 바람이 더 강해질 거 같아 양치를 했다. 양치

를 하고 오줌을 누는데 강풍 때문이 몸이 휘청휘청한다. 7시에 무전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진 뭐하

나? 5시 44분 해가 지기 시작한다. 1캠프의 밤은 어떨까?

■4월 30일 2캠프(6500m) ⇒ 6700m ⇒ 2캠프(6500m)

〈 서정환 〉

어제 오후부터 푹 쉬었더니 새벽 3시쯤 잠이 깬다. 하지만 물을 좀 마시고 이내 다시 잠든다. 6시

가 좀 넘어 해가 뜨고 정신을 차려 소변을 보러 갈까 말까 망설이며 앉아있으니 영훈형이 일어나서

나가신다. 난 소변을 보고 들어와 다시 침낭 속에서 빈둥댄다. 치링이 모닝커피를 가져다 줘서 마시

고 3캠프에 갈 짐을 대충 챙겨본다. 아침 먹으라는 소리에 식당으로 가니 선필이 셰르파인 밍마가

도착했단다. 곧 선필이도 도착하고 오랜만에 셋이서 아침을 먹었다. 

아침을 먹고 좀 쉬었다가 나텐지와 함께 3캠프로 출발한다. 선필이도 로체페이스 시작하는 곳까지

같이 가기로 하고 함께 간다. 오랜만에 신는 삼중화에 침낭, 개인짐 조금 넣은 배낭을 메니 엄청 둔

하고 어색하다. 스틱이나 피켈도 없이 가니 도저히 3캠프까지 갈 엄두가 안 난다. 그래도 가다보면

가겠지 라는 심정으로 꾸역꾸역 올라간다. 2캠프 지역이 끝나고 완만한 설사면이 시작되는 곳에 나

텐지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바람도 심하고, 피곤하면 쉬었다 내일 오잔다. 난 그러마하고 한숨 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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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원해서 더 그렇겠지.

기분은 시원한데 기운은 더 빠진다. 조금 더 걷다가 도저히 걸을 힘이 없어 주저앉아 한참을 쉬었

다가 다시 걷는다. 2캠프 들어가는 입구에 누르부형이 기다리고 있다. 누르부형은 힘도 세고 한국말

도 좀 하고 유머도 있고 친절하다. 물론 누르부형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셰르파들이 착하고 친절

하다. 좀 배워야지. 거의 기다시피 2캠프에 도착해서 텐트에 가니 영훈형도 3캠프에서 자고 내려와

쉬고 있다. 난 한동안 신발도 안 벗고 드러누워 숨을 몰아쉬다 정신이 좀 들어 배낭을 대충 정리하고

신발도 벗고 바로 누워 쉬었다.

너무 힘들어 누워 있다가 잠들었는데 4시가 좀 지나 점심으로 라면을 가져다준다. 아침에 두르바

형이 싸준 김밥을 손도 안대고 가지고 있었기에 함께 먹었다. 배가 부르니 좀 살 것 같다. 침낭을 꺼

내 덮고 다시 잔다. 저녁 먹으라고 깨우는 소리에 안 먹는다고 계속 잤다. 영훈형이 파워젤, 에너지

바와 약을 한 움큼 가지고 와서 먹으란다. 아픈 건 아니라고 하니 그럼 비타민만 먹으라고 하셔서 비

타민과 파워젤, 에너지바(소이조이 딸기맛)를 먹고 계속 잤다.

운행 전 잠이 부족했던 것과 운행초기에 체력을 과도하게 쓰고도 물과 행동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고소에서 탈진상태까지 간 것 같다. 

〈 유선필 〉

몇 시에 일어났지?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깼으니 4시 10분쯤 일어난 것 같다. 본부텐트에 가보니 아

직 정환형이 있다. 3시 반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 있지? 형이 출발하고 아침을 먹는데 베이스

캠프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긴장감 때문인지 밥을 남겼다. 한국에서 출발한지 한 달 만에 베이스캠프

이상으로 올라가보는구나. 중등산화를 신으려하니 춥다며 삼중화를 신으란다. 삼중화에 체인 아이

등반기112

해발 6100m의 1캠프 전경. 최초 고소적응 때에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소품, 약 8~9kg - 을 챙겨 나텐지, 선필과 함께 출발한다. 영훈형은 좀 있다 로체페이스 출발점까

지 오신단다. 오늘은 스틱을 하나 들고, 어제 쉬어서 그런지 좀 낫다. 세 시간쯤 걸려 로체페이스 시

작하는 곳에 도착했다. 충남고 진성형이 영훈형과 쉬고 있다. 진성형도 오늘 3캠프로 가는데 힘들어

보인다.

영훈형이 나텐지와 나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다. 선필이는 형이 데리고 2캠프로 내려가신단다. 진

성형은 나중에 올라가다 힘들면 우리 캠프에서 자도 되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다. 충남고 3

캠프는 우리보다 고도 200m 위에 있다. 그러시라 하고 나텐지와 함께 로체페이스의 고정로프에 등

강기를 걸고 올라간다. 나텐지가 여기선 오래 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이란다. 보아하니

낙석이 계속 떨어져 머리박고 오래 쉬면 낙석 맞기 쉽겠다. 나텐지가 먼저 올라가며 낙석이 떨어지

거나 내가 오래 쉬면 주의를 준다.

로프가 당연히 static인 줄 알았는데 늘어난다. 신장력이 낮은 dynamic인가 보다. 나중에 뒤에 오

던 Alex도 이걸로 한 마디 한다. 파란 재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빠르게 올라오는데 Alex다. 사진을

찍어주고 먼저 가라고 비켜준다. Alex, 나텐지, 나 순서대로 오른다. 오르다보니 아래쪽으로 가스가

끼고 내 뒤로 오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모두 내려갔나 보다. 좋던 날씨가 점점 바람이 분다.

나텐지가 좀 있으면 해도 지고 위험해질 수 있단다. 나도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 등강기를 위로 밀고

있다. 저 앞에 3캠프가 보인다. 안도가 된다. 나텐지가 먼저 가서 물도 끓여놓고 기다리겠단다. 3캠

프까지 두세 피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거리와 시간이 이전의 열네다섯 피치만큼이나 길게 느껴

진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손도 시리고 숨쉬기도 힘들다. 우리 텐트에 기진맥진해서 도착하니

나텐지가 물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살았구나.

차를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저녁을 준비한다. 알파미 백반(2인분)과 컵라면 하나, 닭가슴살

캔 하나, 된장국용 건더기를 코펠에 넣고 끓였다. 수저가 있냐고 물으니 없단다. 플라스틱 쪼가리를

주면서 저번에 영훈형과 왔을 때 썼단다. 난 아미나이프를 꺼내 그걸로 식사를 한다. 건너편 텐트의

Alex가 포르투갈 친구가 줬다는 먹다 남은 포르투갈산 크림치즈를 던져준다. Alex는 고소캠프에서

는 고기, 치즈, 에너지음료만 먹는다. 나텐지는 처음 덜어준 한 그릇을 먹더니 다 먹었단다. 많이 남

았는데. 난 좀 더 먹다가 나중에 먹든가, 내일 아침에 먹지 뭐.

어두워지고 바람이 세진다. 바람은 밤새 텐트를 날려버릴 듯이 분다. 차를 마시고 뜨거운 물을 만

들어 물통에 넣고 침낭 속에서 품고 있는다. 무전이 잘 안 된다. 난 그리 급할 게 없으니 답답한 것도

별로 없다. 나텐지는 건너편 텐트를 Alex와 함께 쓰고, 나 혼자 텐트를 쓴다. 고도가 7200m쯤 이란

다. 거기다 바람까지 세게 부니 텐트 속에 있어도 춥다. 텐트바닥이 고르지 않아 머리 쪽은 많이 높

고 다리 쪽은 낮아 누우면 몸이 쓸려 내려가고 발이 텐트 문에 닿는다. 머리가 아프거나 고소증세는

없다. 불편한 자리에 웅크리고 잠든다.

〈 유선필 〉

6시에 일어났다. 자다가 몇 번을 깼는지 모른다. 그래도 8시부터 잤으니 적어도 8시간은 잤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머리가 아프지 않다. 고소부적응자였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루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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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쉬다보니 가면 갈 것도 같은데. 무리하지 않기로 하고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선필이와 함

께 2캠프로 돌아왔다.

오늘 푹 쉬면서 기운을 차려야 하는데 걱정이다. 6000m 이상에선 회복이 잘 안 되는 게 느껴진다.

점심은 달밧. 비프커리의 고기가 질긴 건지 내가 힘이 없는 건지 먹기 힘들다. 그래도 다 먹고 오후

는 휴식. 날씨가 맑아 식당텐트가 따뜻하다. 바람도 없고. 해가 넘어가면서 추워지다가 저녁에는 역

시 추위가 찾아온다. 저녁은 닭도리탕, 알새우칩도 만들어줘서 함께 잘 먹었다. 영훈형이 내일 선필

이도 같이 3캠프에 가서 자란다. 슬쩍 걱정이 된다. 아직 고소적응이 덜 된 선필이가 내일 3캠프에

서 자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좀 하다 선필이가 먼저 텐트에 들어

가고 나도 식당텐트가 추워 들어간다. 내일은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책을 좀 읽다 침낭 속으로 들

어간다. 

〈 유선필 〉

어제 7시 반까지 해가 지면 자야지 하다가 결국 해가 지는 걸 못 보고 잠에 들었다. 11시에 오줌이

마려워 일어났는데 자기 전처럼 밝았다. 나가보니 햇빛이 아니라 달빛이었다. 달이 이리 밝을 수 있

다니 놀랍다. 2시쯤 또 오줌이 마려워 깼는데 이번엔 어두웠다. 나가보니 달이 사라졌다. 오줌을 누

니 3미터는 날아가기에 변강쇠가 된 줄 알았으나 바람이 밀고 있는 거였다.  5시에 일어나 라면을

끓여먹고 6시에 출발했다. 2캠프로 가는 길도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었다. 원정 와서 짜증나고 욕

할 일 없다고 좋아했는데 욕이 절로 나왔다. 특히 바람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불어 왼쪽 볼만 때렸

다. 동상이 걱정되었다. 

저 멀리 2캠프가 보인다. 그런데 2캠프의 크기가 고락셉에서 보이는 베이스캠프의 크기다. 한

참 더 가야 한다는 소리다. 빛을 막는 장애물이 없어서 그런지 엄청 멀리 있어도 잘 보인다. 차

라리 안보이면 좋을 텐데 이건 희망고문이다. 기어서 2캠프에 도착하니 8시 반이다. 2주 만에

본 영훈형은 조금 타 있었다. 아침으로 미역국을 먹고 로체페이스 밑까지 가기로 했다. 나는 상

태가 좋은데 정환형이 처진다. 2캠프 올 때보다 상태가 좋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그 이유는

밥인 것 같다. 아침에는 밥을 부실하게 먹고 행동식도 먹지 않고 걸어서 힘이 없었나보다. 정환

형이 상태가 안 좋더니 결국 내일 다시 올라오기로 하고 하산을 한다. 내려오니 머리가 조금 아

프다. 점심을 먹고 3시까지 잤다. 

6400m. 내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원정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즐거움’인

것 같다. 등정을 못하더라도 그 원정이 즐거웠다면 성공한 원정이 아닐까? 나 혼자만의 즐거움, 성

공이 아니라 원정대의 성공을 위해야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5월 1일 2캠프(6500m) ⇒ 3캠프(7200m)

〈 서정환 〉

치링이 텐트로 가져다주는 커피로 아침을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차리기까지의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힘겹다. 아침을 먹고 3캠프에 갈 배낭 - 침낭, 우모복 상하, 매트리스, 물, 간식,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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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준비를, 영훈형과 선필은 3캠프까지 등반할 준비를 한다. 선필이한텐 크램폰을, 영훈형에게

는 헬멧을 빌려주었다.

베이스캠프를 향해 내려가는데 마음은 가볍지만 몸은 무겁다. 1캠프까지 가는 길에 나와 나텐지

외의 사람은 2명 보았다. 에베레스트를 배경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1캠프까지 내려간다. 1캠프

근처의 구릉이 힘겹다. 1캠프를 지나 아이스폴을 내려가는 셰르파 2명과 한동안 같이 가다 내가 느

려 그들이 먼저 내려갔다. 몸이 힘드니까 내려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진다. 이제 이 길은 한 번만 더

왕복하면 되겠지. 난 지금까지 아이스폴을 세 번 왕복했다.

베이스캠프에 거의 다 와서 빙하까지 셰르파 텐디가 보온병에 주스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주스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가 베이스캠프에 도착. 장기산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온 기분이다. 내 텐트에 짐

을 풀고 있는데 키친 텐디가 차를 가져다준다. 두르바형도 인사하고. 저녁을 기다리며 쉬는데 멍하

다.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힘이 많이 빠진 기분이다. 이젠 푹 쉬면서 정상갈 힘을 모아야지.

저녁은 푸짐하다. 당면과 고기를 듬뿍 넣은 설렁탕과 고기만두 한 접시. 두르바형의 요리솜씨는 어

떤 말로 다 칭찬할 수 있을지. 저녁을 먹는데 셰르파들도 와서 함께 먹고 이야기했다. 함께 이야기하

다 마무리가 되고, 나텐지, 파상은 TV를 보러 간단다. TV가 있는 인도팀 큰 텐트에 가니 셰르파들

이 모여 TV를 보고 있다. 이번엔 난로까지 있다. 못 알아듣는 인도영화를 좀 보다 졸려서 내려와,

책을 읽다가 모처럼 편안히 잠들었다.  

〈 유선필 〉

아침에 일어나니 형이 3가지 선택권을 준다. 1번, 오늘 오전에 3캠프를 찍고 베이스캠프로 내

려간다. 2번, 모레 3캠프가서 자고 베이스캠프로 내려간다. 3번, 베이스캠프로 내려가서 이틀

쉬고 올라와 3캠프가서 자고 베이스캠프로 내려간다. 1번은 몸 상태가 별로라 Pass. 처음에는

좀 더 쉬자는 생각으로 3번을 선택했는데 베이스캠프에서 다시 올라오기 싫어 2번으로 바꿨다.

자면 적응하는 정도보다 몸이 더 상할 거 같아서 그냥 찍고 내려오고 싶었는데 영훈형이 자는

게 좋다고 하여 자기로 했다. 오늘은 크램폰 포인트까지 산소통 2개를 지고 갔다와야지라고 생

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을 먹고 무기력증이 재발해 자버렸다. 일어나니 정환형과 덴지형이 돌아

와 있었다. 그리고 덴지형과 영훈형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 3캠프찍고 내일 내려가

잔다. 

영훈형이 내 짐까지 다 지고 3캠프를 향해 출발했다. 영훈형이 남들보다 빠른 이유가 있었다. 형은

힘들면 쉬는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든 상태로 계속 걸었다. 여기서 처지면 3캠프는 구경도 못할 거 같

아서 최대한 형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걸었다. 1시간 40분 만에 크램폰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영훈형

이 처음 올 때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1시간 20분만에 도착했다고 한다. 

크램폰을 차고 벨트를 차고 하는데 손이 너무 시리다. 지난 겨울 고독길을 등반하며 이게 무슨 훈

련인가하며 정환형에게 짜증을 부렸는데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기 되었다. 짐이 없어서인지 주마

링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해 3캠프까지 못 가고 내려왔다. 내려오는데

해가 지니 줄이 벽에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아서 하강기를 걸 수가 없었다. 줄을 잡고 내려가며 얼음

서울대학교 농생대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보고서 117

까지 내려갔던 것이 효과가 있나? 아니면 폐부종에 걸렸던 것이 효과가 있는 건가? 모르겠다. 아침

을 먹고 3캠프 가서 하루 자고 내려오기로 했다. 그런데 3캠프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어제와 같

은 길인데 왜 이럴까? 짐의 유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힘들어하니 정환형이 괜찮냐며 천천히 가

란다. 어제 힘들어하던 형이 생각나며 웃었다. 

결국 3캠프로 가는 걸 포기하고 영훈형과 2캠프로 내려왔다. 나는 로체페이스 밑까지 가는데 3시

간 걸렸는데 영훈형은 짐도 훨씬 무겁게 지고 1시간 반 밖에 안 걸렸단다. 대단하다. 2캠프에 내려

오니 자꾸 잠이 온다. 점심을 먹고 4시간 자니 다행히 나았다. 영훈형은 내일 다시 3캠프가서 자고

오라는데 이 몸 상태로 자면 탈이 날거 같아 그냥 3캠프 찍고 내려오기로 했다. 사실 좀 무리한 일정

이었다. 누가 1캠프에서 하루, 2캠프에서 하루, 3캠프에서 하루를 잘 수 있단 말인가? 영훈형이 나

를 믿어서 이렇게 계획을 짰다기보다는 일정이 급해서 인 거 같다. 그래도 어떻게든 3캠프까지 적응

을 시켜주려는 형이 고맙다. 사실 로체 등반은 우리 등반대에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에베레스트

원정대니깐. 의미가 있다면 나의 성취감 정도? 영훈형도 그걸 알 텐데 최대한 나에게 등반의 기회를

주려하시는 것이 너무 고맙다.

■5월 2일 3캠프(7200m) ⇒ 2캠프(6500m) ⇒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어제 나텐지가 6시 반에 출발하자고 했으나 바람이 너무 심하다. 해가 나면 출발하자고 한다. 어제

먹고 남은걸 녹여 아침으로 먹고 설거지를 하고 차도 마신다. 8시가 좀 지나 나텐지가 건너온다. 바

람이 세고 추워 우모복 상하를 입고 장갑은 이너, 파일, 두꺼운 미튼(벙어리 장갑)을 끼고 스키고글

을 썼다. 머리도 바라클라바와 고소모, 헬멧으로 중무장을 하고 텐트를 나선다. 정상갈 때도 거의 이

런 복장일 것이다. 

텐트 앞의 소변자국을 보자 어제 밤 소변보러 나갈 때의 일이 떠오른다. 자다 소변이 마려운데 바

람이 심해 어떻게 해야 할 지 한참 고민한다. 용기를 내서 삼중화 내화를 신고 바람이 잠시 잦아들

때, 텐트 밖으로 나간다.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텐트 문 앞에 서서 소변을 본다. 눈앞에 펼쳐진 쿰

부빙하를 감상하며. 그러다 바람이 세지기라도 하면 바로 옆의 텐트자락을 움켜쥔다. 혹시 바람에

날려 저 아래 쿰부빙하로 미끄러질까봐. 이짓을 간밤에 두 번 했다.  

고정로프에 확보줄만 통과시키고 두어 피치 걸어 내려가다 하강을 했다. 나텐지가 먼저 내려가고

내가 뒤에 내려갔다. 하강기를 조작하기에 미튼은 너무 둔해 잠깐 벗고, 얼른 하강로프를 바꿔 끼우

며 내려간다. 확보지점마다 낙석을 일으킬까 조심하며 하강하는데 온 몸에 힘을 쓰고 신경을 쓰니

아침부터 피곤하다. 50분쯤 걸려서 하강을 끝내고 걸어 내려가는데, 온 몸에 힘이 빠져 무척 힘들

다. 캠프지역에 와서 퍼져 한참을 쉬었다가 우리 캠프에 도착. 

원래 선필이는 오늘 3캠프에 가서 자기로 했으나 바람이 심해 내일 가기로 했다. 나텐지가 계

획을 자꾸 바꾸는 건 안 좋단다. 결국 오늘 오후에 영훈형과 3캠프 갔다가 내려와서 2캠프에서

자고 내일 베이스캠프로 내려가기로 한다. 난 점심 먹고 나텐지와 베이스캠프로 가기로 한다.

힘들더라도 얼른 베이스에 내려가서 푹 쉬고 싶다. 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난 베이스캠프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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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로 딩보체로 출발했다. 코로 호흡하고 4걸음 주기로 숨을 쉬는데도 숨이 차지가 않다. 적응이

되긴 했나보다. 호흡 중에 느껴지는 공허함만이 여기가 고산이라는 걸 알려주었다. 내려오며 홈커밍

데이, 반실개조, 원정 사진전, 내년 원정 등 많은 생각을 하였다. 나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 산에 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걸으면 무수히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말이다.

출발할 때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두클라부터는 눈이 온다. 위에서라면 눈을 맞는 게 무서웠겠지만

밑이라 재미있다. 손가락이 시려웠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걷다가 손가락을 만져보니 손톱 부위

에 감각이 없다. 깜짝 놀라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다. 롯지에 도착하니 설인이 되어 있었다. 저녁

을 먹고 영훈형과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꼭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빨리 원정이 끝나면

좋겠다. 내려가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아직 4일이고 17일이 summit try day라면 13일이나 남

았는데 그날이 코 앞 같다. 

■5월 5일 딩보체(4410m) ⇒ 페리체(4240m)      

〈 서정환 〉

어제 9시에 아침을 먹기로 했는데 눈을 뜨니 9시 5분. 밍기적 거리다가 거실에 가니 아침은 이미

먹었단다. breakfast set를 시켜서 늦은 아침을 먹는데 푸짐하다. 토스트 2개, 계란후라이 2개, 감

자볶음, 소세지 몇 개. 미국식 아침이다. 배부르게 아침을 먹고 이번 원정에 가져온 유일한 전공 관

련 자료인 ‘식물육종학’ 책을 편다. 공부하다 보니 재밌다. 오랜만에 전공 쪽으로 머리를 쓰니 새롭

을 깰까? 펜듈럼을 해서 옆에 줄로 옮길까? 위에 줄을 풀어서 확보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결국은 영훈형이 주마링으로 올라오셔서 얼음을 깨주셨다. 

A베이스캠프로 돌아오는데 형에게 너무 고마웠다. 형은 3캠프 갈 필요가 없는데 나 때문에 고생을

하신거니 말이다. 힘이 많이 빠졌는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영훈형은 힘들 때 무리해서 빨리 내

려가 밑에서 쉬는 게 더 좋다면서 나를 재촉한다. 형 페이스에 맞추어 걷다보니 폐에서 공기 소리가

난다. 설마 폐부종인가? 형이 미안해 하실까봐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는데 조심 안했다고 혼

났다. 형은 나에게 준비해온 폐부종 약이라도 먹으라 했는데 별로 먹고 싶지가 않다. 의료 대원이 자

기가 준비해온 약을 못 믿는다니 너무 준비를 대충했다. 영훈형은 내가 로체를 오를 체력이 안 된다

고 했다. 나도 안다. 만약 로체를 등정한다면 그건 밍마형의 능력일 것이다. 5kg의 배낭을 메고 3시

간을 못 걷는데 어찌 10kg의 배낭을 메고 12시간을 걷겠는가? 그렇다면 등반을 포기해야하나? 그

런데 영훈형은 4캠프에서 출발은 해야 한다며 가라고 하신다. 

■5월 3일 베이스캠프(5400m)

〈 유선필 〉

아침에 일어나니 폐에서 소리가 안 난다. 어제 몸이 아팠던 이유는 단지 심장과 폐를 무리하게 써

서인가보다. 다행이다. 아침을 먹고 베이스캠프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다보니 선글라스가 없

다. 어제 돌아오면서 잃어버린 것 같다. 하산 하는데 해가 뜬다. 세락에 햇볕이 드는 걸 보니 공포심

이 찾아온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한다. 작은 진동만으로도 세락이 무너질 거 같다. 침묵 속으로 간간

히 들려오는 얼음 떨어지는 소리. 

하산은 쿡인 치링형과 했는데 셰르파와 가이드를 구분해서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링은

셰르파인데 전혀 클라이머를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었다. 가이드인 밍마형은 위험한 구간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내 속도에 맞추어 움직여주었는데 치링형은 100m 앞에서 “깐차 빨리”만을 외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는 셰르파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가이드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

을 깨달았다. 가는데 내가 밟은 얼음이 무너졌다. 얼음에 걸려 깊이 빠지진 않았지만 얼음에 깔린 다

리가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해서 no셰르파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냐하면 자신을 지켜주는 가이드가 있는 것과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큰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자꾸 “깐차 빨리”만을 외치는 치링 때문에 기분이 나빠 옷도 벗고 물도 마시며 천천히 내려왔다.

내가 숨을 쉬는 게 산소가 필요해서인지 쉬기 위해서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다. 숨을 쉬고 싶을 때 숨

을 참아도 괜찮았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니 영훈형의 상태가 별로다. 어제 나 때문에 무리해서인

것 같아 미안하다. 점심으로 냉면을 먹고 저녁으로 닭죽을 먹고 영화를 보다가 잤다.

■5월 4일 베이스캠프(5400m) ⇒ 딩보체(4410m)

〈 유선필 〉

고소적응이 충분히 된 것인지 어제의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깨지 않고 푹 잘 잤다. 아침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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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술을 많이 드셨나보다. 저녁을 먹고 롯지 건너편에 있는 밥 하는 건물에 가봤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곳도 롯지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비해 너무 초라했다. 손님들이 좋은 곳으로만 가니 주방이라도 빌려

주고 돈을 버는 것 같았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표정이 좋다. 우리나라 같으면 장사 안 된다고

표정이 굳어있을 텐데. 트레킹 팀에 키친보이로 있는 밍마도 그렇다. 원래는 클라이밍 가이드인데

수술을 하여 지금은 키친보이를 한다. 돈도 적게 벌고 클라이머들의 대우도 다른데 그런 거 신경 쓰

지 않고 일을 한다. 네팔 사람들 성격인 것 같다. 그 집에서 센이라고 불리는 네팔 저녁을 얻어먹었

다. 조금 매콤한 게 그리 맛있지는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먹으면 고소에 강해진다고 하여 다 먹었

다. 그러니 두르바형이 이제 네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고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팔 사람들 너무 좋다. 말은 안 통하지만 그 무리에 속해서 그

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 좋다. 야크 20마리면 잘 살 수 있다는데….

■5월 7일 페리체(4240m)

〈 유선필 〉

아침으로 계란말이와 미역국을 먹었다. 형님들은 오늘 올라가시니 이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마지막이다. 슬프다. 형님들이 올라가시고 나니 롯지에는 우리뿐이다. 나긋하다. 나른하다. 느

긋하다. 처진다.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 팝송을 들으며 글을 쓰거나 글을 읽고 있으면 여기가

네팔, 페리체라는 지각이 사라진다. 그러다 고개를 들면 다시 생긴다.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

영훈형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에게 셰르파 2명을 붙여줄 것인가 보다. 셰르파 2명과 함께

정상에 가면 부끄럽지 않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등정했다는 사실만 중요하니 상관없겠지만 나

자신에게 부끄러울 것 같다. 한편으론 어떻게든 올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

다. 영훈형은 모든 대원을 정상에 올리고 싶어 하는데 이는 원정대를 위해서인가 대원들을 위해

서인가?

여기는 오후가 되면 구름이 낀다. 형님들은 구름이 끼면 싫어하시지만 나는 구름 낀 산이 더 좋다.

구름 낀 산이 더 멋있다. 구름 속 산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8일 페리체(4240m) ⇒ 두클라(4620m)

〈 서정환 〉

영훈형이 일어나라고 깨우길래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지나있다. 침낭 속에서 뭉그적대다 일어나

짐을 챙기고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선필이가 아침 나왔단다. 배낭을 챙겨들고 거실에 가서 아침을

먹는다. 어제 성수형님께서 부탁한 라면과 밥, 모모, 고기요리가 있다. 배불리 먹고 잠시 쉬었다 출

발. 천천히 걸어가는데도 제법 힘이 든다. 코가 시원하게 뚫리지 않아 입과 코로 함께 숨을 쉬니 더

힘든 듯. 오르막을 좀 올라 개울을 건너 두클라 도착.

먼저 도착한 선필이와 함께 뒤에 오는 성수형님과 영훈형을 기다린다. 책을 보고 있자니 바람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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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아가면 이제 연구에 집중해야지.

스파게티로 점심을 먹고 - 스파게티나 피자 같은 걸 먹을 때면 선영이 생각이 난다. - 페리체로 이

동. 형님들이 오늘 페리체로 오신다는 소식에 우리도 딩보체에서 페리체로 건너간다. 오늘도 날씨가

궂어 눈발이 날린다. 우산을 쓰고 어제 넘어 온 언덕을 다시 조금 거슬러 올라 페리체로 가파른 사면

을 내려간다. 페리체는 눈이 그치고 좀 더 따뜻한 것 같다. 150m 정도의 고도차 때문인지, 날씨가

변할 시간이라 그런지.

페리체의 롯지에 있는 언제봐도 재밌는 ‘얄개바위’를 읽으며 형님들을 기다린다. 두르바형의 형님

들이 오신다는 말에 나가니 성교형님, 낙필형님, 성수형님, 자란형님 내외분 순서로 오신다. 영훈형

은 페리체 언덕까지 마중을 갔다가 자란형님 내외와 함께 온다. 오랜만에 형님들을 뵈니 무척이나

반갑다. 자란형님 내외는 처음 뵙지만 홈페이지 등에서 많이 뵙고 들어 어색하지 않다. 형님들과 그

간의 얘기를 주고받는데, 창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린다.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각자 휴식시간을 갖는다. 이때 한국에서 혼자 온 청년이 있었는데 지리부터 걸어 베이스캠프까지 갔

다가 촐라패스를 넘으려 했으나 날씨가 나빠 포기했단다. 종라 직전에서 비박도 하고 사서 고생을

잘 하는 것 같아 보기 좋다. 저녁을 기다리며 선필이와 체스를 두었는데 난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난

다. 결과는 1무 1패. 역시 오랜만에 머리를 쓰니 기분이 좋다.

저녁은 지원대 쿡이 준비했는데 푸짐하고 맛있다. 제육볶음과 배추, 상추, 오이, 당근의 싱싱한 채

소, 튀김, 부추전, 각종 밑반찬과 김치, 거기에 소주까지 한 잔 곁들이니 음식이 마구 들어간다. 특히

그동안 구경하기 힘들었던 신선한 배추가 너무 맛있다. 하지만 성수형님께선 고소적응이 안 되시는

지 - 말을 타고 올라오셨다 - 저녁을 거의 드시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쉬신다. 후식으로 석류와 차

까지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가 형님들은 방으로 들어가신다. 

성수형님께서 좀 괜찮으신지 나와서 영훈형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청년과 선필이도 열심히 대

화를 한다. 난 책을 읽는다. 성수형님, 영훈형이 먼저 방에 들어가시고 청년과 선필이도 들어간다.

나도 정리하고 방에 들어왔다. 고도를 낮추고 편안한 곳에서 잘 먹으며 쉬니 좋긴 하다. 잘 해야지.

■5월 6일 페리체(4240m)

〈 유선필 〉

푹 잘 잤다. 최종휴식은 너무 여유롭다. 처음에는 다시 내려오기 너무 싫었는데 내려오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너무 좋다. 올라가기가 싫다. 아침으로 고깃국을 먹고 어제 본 산을 올랐다. 가볍

게 출발했는데 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야크들이 점점 늘어난다. 혹시라도 야크 신경을 건드리면 죽음

이다. 그래서 최대한 야크를 피해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런데 야크 한마리가 계속 나를 응시해 ‘신

기해서 그럴거야’를 되뇌이며 다른 계곡으로 돌아갔다. 가볍게 2시간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했

는데 11시를 넘어서야 원하던 언덕에 도달했다. 능선으로 어떤 봉이랑 이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갔다

오면 점심을 못 먹을 거 같아 그냥 하산했다. 하산길이 가팔라서 너무 무서웠다. 돌아와서 점심을 먹

고 나니 오전의 긴장 때문인지 잠이 온다. 점심을 먹고 자고 일어나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는데

형님이 나에게 귀엽게 생겨서 손자 삼고 싶다고 하셨다. 한 달간 면도를 못해 산적인데 내가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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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 하나만 넘으면 된다고 했는데, 언덕이 자꾸 나와 죄송한 생각이 든다. 고락셉 가까이 오니 12

시가 다 되었는데 어김없이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분다.

고락셉에 도착하여 차를 마시며 뒤에 오시는 분들을 기다린다. 고소에 적응이 되어서 처음 올라올

때보다 편하긴 하다. 운행할 때에도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니 좋다.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체력을 회복, 유지해야 할 때이니까. 뒤에 오시는 낙필형님, 자란형님 내외분이 도착하시고 라

면으로 점심을 먹는다. 밥을 말아서 배부르게 잔뜩 먹고 등반대원들은 베이스캠프로 올라간다. 형님

들은 내일 아침 칼라파타르에 올랐다가 베이스캠프로 오시기로 하고, 내일 뵙기로 인사를 드리

고 출발.

서두르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올라가는 데도 2시간 정도 만에 베이스캠프에 도착한다. 베이스캠프

에 도착할 무렵부터 눈발이 날리더니 제법 온다. 베이스캠프는 그동안 날씨가 따뜻해져 종종 얼음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아이스폴 쪽에서도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제법 위험해지는 모양이다. 눈이 와

서 그런지 날씨도 내려갈 때 보다 따뜻해진 듯하다. 저녁은 수육과 양배추찜. 쉬면서 마시던 맥주와

배부르게 먹었다.

저녁도 배불리 먹고 오랜만에 베이스캠프에 왔으니 영화를 보기로 한다. 영화를 두 편보고 늦은 잠

자리에 든다. 텐트에 들어가서도 그리 춥지 않다. 올해는 날씨가 좋지 않아 걱정인데 당분간 계속 날

씨가 나빠 정상에 가는 날짜는 5월 20일 이후가 될 듯하다. 대학원 면접날짜가 신경 쓰인다. 내일은

실험실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봐야지.

〈 유선필 〉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아프다. 간만에 무거운 짐을 져서 그런 것 같다. 등반에는 지장이 없어야

할텐데… 5월 1일에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구나 했는데 어느덧 9일이니 1개월 3일이나 지났다. 원정

도 막바지다. 

역시 이 구간이 가장 힘들다. 고락셉까지도 힘들고 고락셉에서 베이스캠프까지도 힘들다. 고락셉

에서 점심을 먹는데 형님들이 좀 힘들어 하신다. 내일 베이스캠프까지 오실 수 있을까? 베이스캠프

는 내려갈 때와는 많이 달라져있었다. 빙하가 녹아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호수도 많이 생겼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하다니.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니 집에 온 기분이다. 그런데 밑에서보다는 밥

맛이 없다. 적응이 덜 되었던 것 같다. 

눈이 내린다. 이 눈이 위에도 내렸으면. High camp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까? 에베레스

트는 내일, 모레 중으로 줄이 깔리고 로체는 17일에 깔린단다. 로체 등반 인원은 64명. 많은 편이라

는데 이 중에 몇 명이나 오늘까? 이 일정들을 고려하여 summit try day를 20일로 바꿨다. 여유가

생겨 맥주를 마셨다. 주전부리를 많이 먹었더니 저녁을 먹는데 밥맛이 없다. 

■5월 10일 베이스캠프(5400m)

〈 유선필 〉

4시 반에 오줌을 누러 나오니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데도 하늘이 밝다. 한국이면 해가 뜬 것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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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살랑 부는 게 제법 춥다. 롯지 거실에 들어가 기다린다. 11시쯤 성수형님과 영훈형이 도착한다. 두

클라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주문을 한다. 성수형님께서는 힘든 기색이 역력하시다. 두클라는 쿰부

에서 음식이 가장 빨리 나오는 것 같다. 점심손님이 많아서 그런가. 성수형님께선 식사를 영 못 드신

다.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 오늘은 두클라에 머무시기로 한다. 나도 함께. 이번에도

두클라에서 베이스캠프까지 바로 가는구나. 

영훈형과 선필이는 로부체로 올라가고 성수형님과 난 방에 짐을 풀고 오후는 휴식. 바쁜 점심때가

지나자 롯지는 한산하다. 거실에서 책을 보는데 춥고 졸리다. 졸음을 쫓으며 책을 읽는다. 성수형님

께선 계속 힘드신가 보다. 저녁으로 누룽지를 끓여달라고 하셔서 주방에 부탁하니 누룽지를 안다.

성수형님께선 누룽지와 갈릭스프, 난 감자전같은 해쉬브라운으로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고 난롯

가에 앉으니 편안하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야지. 여기선 그게 정

답인 듯. 조급해하거나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여긴 숙박 손님이 별로 없어서인지 8시도 안 되어 거실을 정리한다. 내일 베이스캠프까지 가려면

오늘은 푹 쉬어야지. 성수형님께선 내일 내려가실 듯하지만, 아침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방

으로 건너오는데 눈이 내린다.

〈 유선필 〉

아침을 일찍 먹고 7시 반에 출발했다. 날이 더워서인지 몸이 찝찝하다. 9시에 두클라에 도착했다.

나머지 일행들이 안 와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10시 반인데 아직도 형님이 안 오셨다.

형님은 11시에 도착하셨는데 힘드셔서 정환형과 두클라에 남기로 했다. 12시 반쯤 두클라에서 출발

해 1시 반에 로부제에 도착했다. 막상 로부제에 도착하니 별로 안 찜찜하다. 베이스캠프에 들어가서

갈아입어야겠다. 

영훈형과 산악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산악회에 마음을 붙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

라는 결론이 났다. 원정이 끝나면 중학교 등산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

■5월 9일 두클라(4620m) ⇒ 로부체(4910m) ⇒ 고락셉(5140m) ⇒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따뜻하고 편안히 잘 잤다. 성수형님께선 밤새 힘들어 하시긴 했지만. 아침을 주문해 놓고 방에서

짐을 챙긴다. 간밤에 내린 눈이 제법 쌓여 선크림도 꼼꼼히 바른다. 성수형님께선 결국 페리체로 내

려가 기다리시겠단다. 아침을 먹고 성수형님께선 포터와 페리체로, 난 락파 - 베이스캠프에서 우리

와 함께 내려온 세븐 써밋 소속 셰르파 - 와 베이스캠프로 향한다. 한국에서 뵙겠다고 인사드리고

각자의 길로 출발.

바람도 없고 눈이 있는데 해가 나서 걸으니 제법 덥다. 로부체에서 차를 마시며 쉬었다 간다. 형님

들께선 한 시간 전에 출발하셨단다. 고락셉에서 만나 점심 먹고 베이스캠프로 들어가면 되겠다 싶

다. 출발해서 30여분 걸으니 자란형님 내외분, 낙필형님께서 올라가고 계신다. 좀더 가니 성교형님,

영훈형, 선필이도 만난다. 천천히 성교형님과 얘기를 하며 고락셉까지 간다. 뒤에 오시는 형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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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텐트로 들어간다. 

〈 유선필 〉

아침을 먹고 샤워를 했다. 거의 5주 만의 샤워다. 옷을 벗어보니 몸매는 그대로다. 한국 가서는 꼭

몸을 만들어야겠다. 머리를 감는데 비누를 아무리 발라도 거품이 나지 않는다. 3번쯤 감으니 그때서

야 거품이 난다. 깨끗하게는 아니지만 시원하게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데 바닥의 물이 얼어있다. 샤

워 텐트는 온실효과로 따뜻하지만 밖은 영하의 온도다. 

형님들과 정환형은 산책을 가고 나는 바지와 버프를 빨았다. 바지에서 계속 갈색 물이 나오

는데 물이 원래 갈색인지 바지에서 갈색물이 나오는 건지 헷갈린다. 영훈형에게 괜찮냐고 물

으니 괜찮다고 하신다. 어제 밤새 끙끙 앓으셨다는데 20일 전에는 나으셔야할텐데…. 이런저

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이 의료 담당이면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증상에 따라 처방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아콩카구아 갈 때 의료 담당은 의사를 찾아가 주사

놓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새삼 내가 이 원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나? 라는 회

의가 들었다.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몰라요.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일까?

치링이 동상을 입고 내려왔다. 의료담당 대원으로서 내가 준비한 건 동상 예방 연고와 동상에

걸리면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어야한다는 것뿐이다. 점점 내가 한심해진다. 원정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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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햇빛인지 달빛인지 알 수가 없다. 8시가 되었는데도 형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훈형은 보통

6시 조금 넘으면 일어났는데 어제 영화를 늦게까지 봤나보다. 아침을 먹고 청소를 했다. 조금만 무

리해서 움직이면 숨이 찬 건 내려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적응이 된 건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루클라 이후로 처음이다. 오랜만에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가족이 보고

싶어졌다. 별일 없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날씨가 나빠서 300명 정도가 돌아갔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만화를 보고 있으니 영훈형이 형님들 마중을 나가라고 하신다. 밍마형과 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밍

마는 형이 산에서 죽어서 형수와 결혼했다고 했다. 아직도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니. 4명이나 되

는 자식들 부양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나 때문에 로체 가이드를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11시 반

에 베이스캠프 입구에 도착했는데 형님들은 1시쯤 오셨다. 

형님들을 모시고 돌아오니 영훈형이 다리를 절뚝거리신다. 바위에서 떨어져서 다쳤단다. 심하게

다치셨으면 원정은 어쩌지? 형이 소염제를 달라는데 사간 소염제가 없어서 바르는 파스를 드렸다.

드릴 때 ‘이걸 바르면 나아요.’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여기 소염 효과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드렸

다. 대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의료 담당이다. 

■5월 11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다들 일찍 일어나셔서 늦잠을 잘 수가 없다. 아침을 기다리며 영훈형이 내려 주는 커피를 한 잔씩

한다. 아침을 먹고 쉬었다가 10시가 좀 지나 형님들과 베이스캠프앞 아이스폴 입구까지 산책을 갔

다. 형님들께선 사진을 찍고 무척 좋아하신다. 날씨가 따뜻해지긴 했는지 얼음이 많이 녹았다. 아이

스폴도 많이 바뀌었겠지.

성교형님과 베이스캠프입구까지 결국 베이스캠프로 올라오시는 성수형님을 마중 나갔다. 우리 베

이스캠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다. 마침 점심때라 간식을 먹으며 성수형님을 기다리는데 통 오시지

않는다. 2시가 다 되어 영훈형에게 성수형님께서 베이스캠프가 보이는 곳까지 오셨다는 연락이 온

다. 낙석지대 사면을 트레버스하는 길을 유심히 살피는데 성수형님께서 오신다.

많이 힘들고 지친 기색이신데 물과 간식을 드시고 기운을 좀 차리신다. 우리 베이스캠프로 가며 그

동안의 얘기를 해주신다. 천천히 우리 캠프까지 가니 5시가 넘었다. 베이스캠프에 두고 간 한국 핸

드폰에 인혁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그래도 동기가 연락을 해주니 반갑다. 한국을 떠나 온지도 제

법 지났는데 힘이 난다. 사실 난 여기도 지내기 괜찮다. 오히려 한국보다 편하기도 하다. 조용하고

단순한 시간들. 

저녁은 부대찌개. 역시 소주를 한 잔 - 정말 한 잔 - 곁들여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걸러 제법

많이 먹었다. 잘 먹는 게 중요하니까. 식사 후 형님들은 내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의논하신

다. 좁교를 내려 보내서 내려갈 포터가 없다. 결국 내일은 침낭과 간단한 짐만 가져가시고 나머

지 짐은 포터를 구해 나중에 보내드리기로 한다. 돌아가면 더 잘해야지. 내일 6시 아침식사, 7

시 출발이라 형님들께선 9시쯤 텐트로 들어가신다. 본부에서 자는 스태프들이 있어 우리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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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다가 오랜만에 한국 맥주를 마시니 좋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과 잘 해야 한다는 생

각이 교차한다. 잘 해야지. 

〈 유선필 〉

요즘은 만화보기에 바쁘다. 오전 내내 만화만 봤다. 점심을 먹고 영훈형과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약의 사용량은 중요한 자료란다. 2캠프 식량과 약을 내가 올리지 않아 자료가 없는데

큰일이다. 책을 좀 읽어보려는데 본부텐트는 너무 붉어 책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식당에서 책을

읽다 잠이 들었는데 충남고 팀에서 놀러왔다. 장갑이 부실하다고 하니 핫팩을 넣고 가라고 팁을 준

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충남고 팀이 돌아가고 장비 점검을 했다. 어센더와 연결된 줄 길이도 줄

이고 비너도 큰 걸로 바꾸고 장갑에 줄도 달았다. 그러는 동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마지막이 다

가오니 긴장이 되나보다. 

저녁을 먹으며 등반 일정을 확정했다. 모레 출발. 6월 전에 한국에 갈 수 있다. 2차시도 이야

기가 나왔다. 심적, 육체적으로 다 상해서 내려올 텐데 과연 다시 가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

었다. 영훈형이 이 등반은 등반성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환형은 노멀 루트는 재미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등반성이란 무엇이고 재미란 무엇인가? 누군가는 관악산 오르는 게 엄홍길이 히

말라야를 등반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재미와 등반성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

저녁을 먹고 충남고 팀에 놀러 가는데 영훈형이 “이 풍경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아이스폴 옆에 있는 눕체, 매일 밤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던 쿰부체, 스키 타면 좋을 거 같은

링트렌, 오후면 구름에 휩싸이던 푸모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수묵화 같은 봉우리들. 이제 볼 날

이 얼마 안 남았구나. 사진으론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 아쉬움이랄까? 그런 감정에 잠기고 있

는데 E베이스캠프가 모든 베이스캠프 중에 경치가 가장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경치가 가장

안 좋다면 다른 곳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제, 오늘 하늘에 별이 많다

■5월 14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보고 다시 침낭 속에서 해가 텐트를 비추기를 기다린다. 7시 반 정도면 아침

햇살이 텐트에 비치는데, 더워지기 전에 잠시 동안의 따뜻함을 즐기는 시간이 좋다. 아침을 먹고 본

부텐트에 앉아 책을 보는데 피곤하고 졸리다. 어제 술을 마셔 그런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앉아서 졸

다 깨서 책을 읽는다.

점심은 어제 두르바형에게 부탁한대로 비빔냉면이다. 맛있게 먹고 나니 또 나른하다. 결국 텐트에

가서 한숨 자는데 찜질방에서 자는 기분이다. 그래도 한숨 자고 일어나니 한결 낫다. 내일 2캠프에

올라갈 배낭을 챙기고 텐트도 정리한다. 내일 올라가면, 내려와서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조심

해서 잘 등반하고 와야지. 일기예보가 18일이 날씨가 좋고, 19일부터 안 좋아진단다. 정상까지 고정

로프 설치가 18일에 끝난다고 하여, 정상에 가는 날은 19일이 될 텐데 날씨가 걱정이다. 우선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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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베이스캠프(5400m)

〈 유선필 〉

오늘은 형님들이 내려가시는 날이다. 같이 아침을 먹고 정환형은 형님들 배웅 나가고 나와 영훈형

은 거실 청소를 했다. 청소를 끝냈는데도 8시 40분이다. 형님들 덕분에 아침이 길어졌다. 영훈형에

게 체력이랑 고소적응 능력이랑 비례하냐고 물으니 그렇진 않단다. 그래도 체력이 없으면 힘들다니

부모님을 모시고 올 때는 준비를 하고 와야겠다.

7시 반에 나간 정환형은 정심 때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형이 3일간 고생이 많으시다. 오랜만에 책

을 읽었다. 빈둥빈둥 보내다 저녁을 먹는데 정환형이 엄청 잘 드신다.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5월 13일 베이스캠프(5400m)

〈 서정환 〉

아침 6~7시에 자동으로 눈이 뜨인다. 하지만 침낭 밖으로 나가기 싫어 한참을 밍기적거린다. 소변

이 마려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만 일을 보고 다시 침낭 안으로 들어간다. 오늘이 일요일이라 그런

가 더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사실 여기서 요일은 의미가 없지만. 본부텐트에 가서 아침을 먹기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차를 한 잔 마신다.

아침을 먹고 쉬는데 셰르파 텐디가 헬기장에 가잔다. 오늘 ‘잘생긴’ 밍마가 마칼루 등정 후 로체

등반하러 다시 온다고. 놀면 뭐하나 싶어 같이 가서 기다리는데 헬기는 올 생각을 안 한다. 2시간 가

까이 기다렸으나 헬기는 오후에 온다는 소리에 우리 베이스캠프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 기록을 뒤

져보니 4월 17일이 마지막 - 샤워를 하는데 손만 닿아도 때가 무한정 나오고 머리는 왜 그리 많이

빠지는지. 아깝게. 물 한 양동이로 시원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니 상쾌하다. 

점심은 우동과 골뱅이 무침. 골뱅이 무침의 면이 비빔면 같아서 주방에 가서 물어보니 아니란다.

그래도 비빔양념을 하나 얻어 남은 면과 밥을 비벼먹었다. 후식으로 후르츠칵테일까지 줘서 기분 좋

게 점심식사를 마쳤다. 오후엔 밀린 빨래를 빙하수에서 했는데 손이 시려 혼났다. 다행히 오늘은 오

후에도 해가 있고 날씨가 괜찮다. 빨래를 하고 본부에 오니 충남고 등반대장님과 송원빈 선배님이

와 계신다. 위스키 커티샥을 몇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저녁에 뵐 것을 약속하고 내려가신다. 

모처럼 깨끗이 - 완전하진 않지만 - 씻고 빨래도 하고 날씨도 좋고 괜찮은 휴일이다. 씻은 김에 내

텐트에서 마스크팩을 하며 그간 상한 피부를 다독여본다. 평소보다 일찍 저녁 먹으라고 부르기에 본

부텐트로 가니 김치찌개, 닭튀김으로 저녁이 푸짐하다. 인도팀에서 선물했다는 ‘Royal Stag’를 한

잔씩 따라 성공적인 등반을 기원하며 건배를 하고 배부르게 저녁을 먹었다. 일기예보 및 정상까지

고정로프 작업 - 17~18일에 완료 - 상 19일을 정상등정일로 잡고, 에베레스트, 로체 동시에 정상에

가기로 한다. 대원들은 15일 2캠프, 16일 휴식, - 셰르파들은 16일 2캠프 - 17일 3캠프, 18일 4캠

프, 19일 정상에 가기로 한다. 개인 셰르파는 영훈형은 나텐지, 난 누르부와 텐디, 선필은 밍마. 이

제 무사히 정상에 다녀오는 것만 남았다. 

약속한대로 ‘8PM’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충남고팀 베이스캠프로 갔다. 충남고팀의 1차 시도 날짜

도 우리와 같은 19일이다. 술을 마시며 두 팀 모두 성공적으로 등반하길 기원한다. San Miguel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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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지도 않다. 다시 출발하는데 꽤나 큰 눈사태가 일어났다. 정환형이 올라온 지 5분밖에 안

지났는데…. 큰일 날 뻔 했다. 2캠프까지 바로 가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없어 못 가겠다. 에너지 젤

3개로 6시간 운행은 무리인가 보다. 고글을 꼇는데 눈이 좀 아픈 것 같다. 고글색이 옅어서인가? 1

캠프에서 2캠프 가는 길은 고락셉에서 베이스캠프로 가는 길 같다. 저 멀리 2캠프가 보이고 2시간

을 더 가야한다. 희망고문이다.

2캠프에 도착하니 얼음이 녹아 개울이 생겼다. 해발 고도 6200m에 개울이 생기다니 웃기다.

2캠프 도착 시간은 12시 반. 6시간 반이 걸렸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 2시간 줄었다. 영훈형

은 10시 반에 도착했다는데 괴물이다. 점심으로 달밧-네팔 음식-을 먹고 나니 할 게 없다. 책이

라도 가져올 걸. 산소마스크 체크도 하고, 경치도 구경하고 하는데 시간이 안 간다. 안 간다고

느끼지만 가는 게 시간이라 어느새 8시다. 내일은 2캠프에만 있는데 내일은 뭐하지? 머리가 좀

아픈데 괜찮겠지 뭐.

■5월 16일 2캠프(6500m) 

〈 서정환 〉

어제 일찍 잤음에도 거의 12시간을 잤다. 자다가 깨서 소변보러 갈 땐 어찌나 귀찮은지. 따뜻한 햇

살에 깨어 정신을 차리는데 마침 치링이 밀크티를 가져다준다. 마시니 정신이 든다. 텐트 밖으로 나

가 눕체를 바라보며 소변을 보는데 아침 먹으란다. 식당텐트에서 아침을 먹는데 중국인 ‘양’도 와서

함께 먹는다. 양은 감기에 걸린 듯 두통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국물만 겨우 마신다. 

양이 영훈형에게 결혼했느냐고 묻는다. 영훈형은 안했다 하고 그럼 양은? 이혼했단다. 고산등반을

하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집, 차, 심지어 부인 보석까지 팔아 등반을 다녀 아내가 질색했단다. 직업

은 등반장비 관련 쪽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산등반을 열심히 다니는 것은 매

우 어려워 보인다. 돈과 시간 모두 많이 드는 활동이니까. 거기다 자기만족 말고 돌아오는 현실적인

보상은 없다. 아마 나도 앞으로 이렇게 두 달씩 걸리는 8000m 등반은 다시 하기 힘들 것이다. 무엇

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내가 앞으로 직업을 구하고 계속 할 분야는 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

기에. 그리고 계속 이런 등반을 한다는 것은 나는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 - 특히 사랑하는 이들 - 에

게는 고통이다.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남들보다 늦은 공부를 1학기 - 1년이 될지도 모르고 - 미루고 지

도교수님을 실망시키면서까지.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게 하고, 1년 넘게 준비하

는 과정 속에 마음고생하고, 막상 원정을 와서는 재미있지만도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오고 싶었다

는 것. 뭐라 하던 여긴 최고봉 에베레스트니까. 그리고 기회. 내 입장에서는 다른 이들보다 등반 참

가 결정을 내리기 쉬운 상황이었고 그동안 산악회에서 받은 걸 갚아야한다는 부채의식도 약간은 있

었다. 이유나 동기야 어떻든 앞으로의 5일을 위해 그동안 준비하고 고생해왔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

내 선택에 어떤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등반하자. 

점심으로는 라면과 골뱅이무침, 후식으로 망고까지 배불리 먹고 쉰다. 잘 쉬어서 정상에 갈 힘

을 모아야한다. 내일 10시에 선필, 나텐지와 함께 출발하고 각자 침낭을 메야한다는 말에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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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캠프에 올라가서 상황을 봐야지.

최후의 만찬과도 같은 저녁이 푸짐하게 차려나온다. 제육볶음과 잡채로 배불리 저녁을 먹고 텐트

에 가서 누워 있으니 잠이 솔솔 온다. 정신을 차려 본부텐트로 건너와서 배낭을 마저 싼다. 내일은 5

시 반 출발이라 일찍 잠자리에 든다. 

■5월 15일 베이스캠프(5400m) ⇒ 2캠프(6500m)

〈 유선필 〉

‘번쩍’ 눈을 떠보니 4시 45분이다. 4시 반에 알람을 맞추어 놓았는데 알람소리를 듣지 못했다. 식

당에 가보니 아무도 없고 밥은 아직 준비 중이다. 정상 공격이라니! 어떠한 형태로든-정상을 가든

못 가든, 살아서든 죽어서든- 베이스캠프에 돌아오면 원정이 끝난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만화를

봐서 그런가 피곤하다. 아침을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6시가 되어 출발했다.

지난번보다 오르기 수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사진을 못 찍고 있다가 내 페이스로 걷다 보니 뒤에 있는 사람들과 거리가 생겨서 열

심히 사진을 찍었다. 내 카메라 용량이 400장이니 오늘부터 하루에 100장씩 사진을 찍어야겠다. 남

는 건 사진뿐이니깐. 위험한 구간이 끝나고 쉬다가 다시 가려는데 저 멀리 정환형이 보인다. 그냥 갈

까 하다가 노스페이스에 사진을 줘야 하기도 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형 등반 사진을 찍어줄까 싶어

기다려서 사진을 찍었다. 영훈형이 앞 사람이 뒷 사람 찍은 사진이 가장 멋있다고 했는데 그다지 멋

5월 15일, 정상공격을 앞두고 2캠프 본부텐트에서 산소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5월 17일 2캠프(6500m) ⇒ 3캠프(7200m) - 5월 24일에 기록

〈 서정환 〉

아침을 먹고 3캠프에 갈 준비를 한다. 밍마가 침낭을 옮겨주고 망가진 3캠프를 고치고 내려온다고

먼저 출발한다. 이제 올라가면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를 안고 내려올 것이다. 등반하는데 불필요한

짐은 모두 두고 짐을 챙기는데도 짐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영훈형은 점심 먹고 출발하기로 하고 나

와 선필은 나텐지와 함께 10시 반에 출발한다. 무리하지 않으며 천천히 올라간다. 로체페이스의 이

전 루트가 낙석이 심해 새로 만든 루트로 올라가는데 훨씬 길다. 거기다 힘은 왜 그리 드는지. 고소

적응이 안 된 건지, 체력이 빠진 건지, 올라갈수록 힘이 없다. 뒤에 처져서 올라가는데 영훈형이 올

라온다. 5-hour energy (처음 먹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나와 energy gel 하나를 준다.

먹고 힘을 내서 올라가는데 날씨도 안 좋아지고 시간도 저녁이 가까워진다.

거기다 물도 거의 다 마시고 3캠프는 보이지도 않는다. 물까지 떨어지면 큰일이다 싶어서 물이 조

금 남은 물통에 내린 신설을 긁어모아 넣고, 물통을 품에 넣고 올라간다.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물을

조금이라도 늘려 마시며 3캠프에 도착했을 땐, 거의 해가 지기 전이었다. 3캠프는 듣던 대로 텐트가

망가져 수리했음에도 오늘밤은 4명이서 한 텐트(Salewa EXP base)를 써야 한다. 텐트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물을 만들어 마시고 하는데 영 갑갑하다. 3캠프에서 처음 자는 선필이를 위해 산소 하

나를 틀고 텐트문을 닫았는데, 산소의 득보다 텐트를 밀폐하고 4명이 있는 게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전에 3캠프에 올라왔을 땐 혼자 텐트를 쓰며 요리해먹고 물마시고 잠을 잤었다. 거기다 물

을 계속 마셔야 하는데, 물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정해져 있고 들어가는 입은 4개다. 

급한 마음에 찬물이라도 마시려하자 나텐지가 고소에서 찬물마시면 목 아프단다. 순간 아차 싶다.

아까부터 목이 불편한데 올라오며 마신 눈 녹인 물 두어 모금 때문이구나. 난 목이 약해서 이번에도

원정 내내 버프와 얇은 목도리를 두르고 다녔다. 물도 찬물은 안 마시려고 했고. 그 덕인지 그 동안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해본 기억은 없다. 하지만 몇 시간 전부터 목이 아프고 기침이 조금씩 난다.

중요한 시점에 큰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지금 어찌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목을

좀 더 단단히 감싸고 따뜻한 물통을 품고 침낭에 들어간다. 누워서도 수분섭취가 부족하다는 것과

공기가 탁하고 목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 유선필 〉

아침이다. 그리 잘 자진 않았지만 누가 물으면 컨디션이 좋다고 답한다. 자기 암시인가? 아니면 혹

시 가지 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인가? 짐을 챙겨 10시 조금 넘어 출발했다. 로체페이스에 도착하니

2시다. 지난번과 속도가 비슷하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과 내려가 취한 휴식이 효과가 없나 보다.

로체페이스 앞 큰 얼음에 사람들이 스틱을 두고 간다. 내려와서 찾아갈 생각인가보다. 누가 가져갈

까봐 두렵지도 않나? 사람을 믿지 못한 우리들은 스틱을 챙겨서 올라간다. 조금 쉬고 있으니 영훈형

이 올라온다. 괴물이다. 내가 4시간 걸린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오르다니. 강한 남자다. 로체페이스

를 오르는데 영훈형이 내 뒤에 따라온다. 부담 돼서 먼저 가라고 했더니 부담되라고 뒤에 가는 거라

고 하신다. 그 부담 덕에 2시간 반 만에 3캠프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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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서 짐을 챙긴다. 조금이라도 짐을 줄이려 하지만 그리 많이 줄지는 않는다. 영훈형이 부르

기에 식당텐트에 가니 충남고팀 영일형이 계시다. 우리와 정상가는 날이 같은데 충남고팀은 오

늘 2캠프로 올라왔다. 4캠프에서 보자는 인사를 하고 내려가신다. 우리 3캠프가 눈에 묻혀 내일

셰르파 텐디도 함께 3캠프로 올라가는데 우리 침낭을 들어준단다. 다행이다. 오후엔 날씨가 흐

리고 눈발이 날린다. 추워진다. 하지만 며칠만 더 고생하면 따뜻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조금만

더 참아야지.

저녁은 중국인 양과 제프와 함께 먹었다.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다들 맛있게 잘 먹는다. 제프(47살)

는 안나푸르나, 마칼루를 등반하고 로체를 등반하러 왔다. 아내가 등반하는 걸 좋아하진 않으나 14

좌를 끝내면 아내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통풍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 대신

밥을 많이 먹는다. 이곳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등반하러 왔다. 모두가 목표한 바를 무사히 이

루고 사랑하는 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어 다

행이다.

〈 유선필 〉

밤새 잠을 설쳤다. 숨이 막혀서가 아니라 답답해서랄까? 아무튼 그래서 설쳤다. 어제 뭐 좋은 걸

먹었나? 어제 저녁 8시에 자서 아침 8시까지 잤으니 오래 자긴 했지만 피곤하다. 잠에는 잠 잔 시간

보다 깊게 잠든 시간이 더 중요한가 보다. 아침을 먹는데 잘 안 들어간다. 원정 떠나고 이러긴 첨인

것 같다. 꾸역꾸역 먹는 건지 몰라도 정환형은 정말 잘 먹는다. 저렇게 잘 먹는데 등반 속도가 느린

걸로 봐서는 잘 먹는 것과 적응은 별개인 것 같다.

아침을 먹고 나니 너무 피곤해서 다시 들어가 잤다. 11시에 일어났는데 계속 잠만 자고 싶다. 무기

력증이다. 이 상태로는 3캠프를 갈 수 없는데… 내가 3캠프를 가든 못 가든 3일 후면 원정이 끝난

다. 이 3일을 위해 6주를 투자했다니…. 아니지 1년이지. 난 등정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하였고 지난 6주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다. 말로만 듣고 글로만 봐서는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았다. 사실 지금 내려가면 아쉬움이야 있겠지만-로체 너머의 모습이 궁금하다-그래도 상

관은 없다. 나의 원정은 이미 성공했으니.

점심을 먹고 낮잠을 한 시간쯤 자고 일어나 장비 점검을 했다. 주황색 고글은 편한데 햇빛을 덜 막

아주고 다른 고글은 불편하지만 햇빛을 잘 막아준다. 고민하다 3캠프갈 때 주황색 고글을 쓰고 가다

가 눈이 아프면 다른 고글을 쓰기로 정했다.

댄디형이 눕체를 오르는 사람들을 보란다. 저들은 왜 바로 옆에 에베레스트를 두고 눕체를 오를

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다. 세계최고봉이란 이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등반을 하는

사람들. 멋지다.

내일 들고 갈 짐을 챙긴다. 아미 나이프는 텐트가 무너지면 찢을 용도로 샀으니 가져가야겠고, 선

크림은 피부를 보호하니깐 가져가야겠고, 클렌징 크림도 피부를 보호해야하니 가져가야겠고. 이렇

게 생각하니 두고 갈 게 없다. 또 다르게 생각하니 들고 갈 게 없다. 오늘이 지나면 글을 쓸 수가 없

어서 그런지 생각이 많다. 오늘은 잘 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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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충분한 휴식은 취하지 못했고 물도 많이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저녁 7시 45분 간발의 차로 선두

에서 출발했다. 정환에게는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다.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 정환에게 미안

했던 것은, 만일 그가 적어도 4~5시간 휴식(잠)을 취한 뒤 오른다면 정상까지는 몰라도 더 높이 올

라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별로 지

장이 없었을 것도 같다. 결국 빨리 출발하자는 결정은 나만을 위해서 한 것 같았다.

어쨌든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밤공기는 무척 찼다. 발코니까지는 헉헉거리면서 빠른 속

도로 올랐다. 11시 5분 발코니 도착. 사용하던 산소통을 데포시키고 새 산소로 바꿔 끼웠다. 나텐지

가 내 여분 산소통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야말로 산소통 하나만 들고 간다. 러셀까지 그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크러스트가 제대로 안 된 눈은 스텝을 만들기가 고역이다.

루트는 전체적으로 가팔라 편하게 쉴 곳이 몇 곳 되지 않았다. 발코니(8400m), 남봉 정상 직하

(8750m), 정상직하(8840m) 정도뿐이었다. 남봉을 오르는 길은 막판에는 꽤 가팔랐다. 러셀하면서

뒤쪽으로 작은 눈사태나 작은 낙석들을 떨어뜨리면서 오른다. 남봉 정상에는 2시에 도착했다. 온통

캄캄해 경치를 볼 수 없으니 별다른 감흥은 없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그리고 내 온 몸은 죽을 것만

같은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다. 물통을 한 개(750ml)만 가져온 게 크게 후회되었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상상! 머리를 내내 사로잡는다.

고대하던 힐러리스텝은 별 게 아니었다. 책상만한 바위 두어 개에 걸친 로프를 잡고 오르는 게 전

부였다. 다만 힐러리스텝 앞뒤로 마치 만경대릿지 같은 암릉구간이 계속된다는 게 몰랐던 새로운 발

견이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랐던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등반기에 누구도 그 구간에 대해 적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정상 바로 아래에 도착한 시각은 3시. 7시간 만이다. 너무 빨리 도착

했다. 캄캄한데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이 상황은 예상치 못했다. 나텐

지 왈 저 구석에서 기다렸다가 가잔다. 움푹 파인 곳이 있다. 대여섯

명은 들어가 쉴 만한 공간이다. 바람도 좀 막아 준다. 배낭을 깔고 앉

았다. 

처음 이십여 분은 졸았다. 그러나 금세 손발이 찌르는 듯 아파온다.

너무 추웠고, 나중엔 온몸이 얼어 벌벌 떨기조차 못하겠다. 필름카메

라의 필름을 교체해야 하는데 장갑을 벗을 엄두가 안 났다. 정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은 어떻게 하지? 네 시 반, 뿌옇게 하늘이 밝아

온다. 정상으로 올랐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 한 복판을 운전하다가 화재

를 마주쳤던 기억이 있다. 붉은 불줄기와 검은 포악하게 생겨먹은 연

기가 광활한 사막 한쪽을 점령하고 있었다. 마치 절벽 위에 올라 내려

다본 망망대해처럼, 그리고 그 끝에는 불타오르는 해질 무렵의 사막처

럼, 정상의 동쪽 하늘이, 구름의 바다 위에 새빨갛게 펼쳐져 있었다.

다른 쪽은 아직 캄캄했다. 그것은 결코 아무런 기쁨도 아니었다. 도무

몸 상태는 별로다. 저녁을 먹는데 역시 잘 안 들어간다. 정환형은 적응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음식은

엄청 잘 드신다. 저녁을 먹고 3캠프에서 자본 적이 없는 나를 위해 산소를 틀어놓고 잔다. 산소가 많

으니 잘 잘 것이라 생각했으나 웬걸? 3캠프에서 자본 적이 있는 형들도 30분마다 깬다. 나는 10분

마다 깨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산소가 부족해서 깨는 건 아닐텐데…. 답답해서 내복만 입고 잤

다. 그래도 답답해서 침낭 지퍼를 연 채로 잤다. 산삼이라도 먹었나? 여긴 분명 온도가 영하 20도보

다 낮은데 침낭이 좋은 건지 춥지가 않다. 자다가 깨면 형들이 뒤척이는 게 보인다. 어쩌다 서로 깨

서 마주치면 반갑다. 새벽 4시까지는 산소를 켜놓고 뒤척이다 소리가 거슬려 끄고 잤다. 그래도 깨

기는 마찬가지, 댄지만 잘 잔 것 같다.

■ 5월 18~19일 정상등반의 순간들

〈 오영훈 〉

정상 등정을 5월 19일로 계획했다. 한국의 유라시아트렉을 통해 박경완 예보관께 날씨 정보를 받

았고(서울시립대 김창호형이 자세한 분석을 해 주었다), 베이스캠프에서는 티베트 시가체에 안테나

가 있다는 중국 데이터, 군사기밀이라는 인도팀의 데이터, 미국팀, 가장 정확하다고 사람들이 말하

던 스위스 정보 등등을 종합했다. (이번 경험으로는 한국 예보가 가장 실제에 근접했다. 예컨대 중국

예보는 20일도 날씨가 좋다고 하여 많은 팀들이 그날을 정상등정일로 계획했다가 철수해야 했다) 4

캠프로 향하는 18일 아침, 로체페이스가 온통 수백 명의 등반가들로 꽉 차 있었다. 계획은 이날 정

오경 4캠프에 도착한 뒤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 저녁 무렵 정상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었는데, 수없

이 기다린 끝에 저녁 5시경에 4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한 뒤 사다 나텐지와 상의했다. 이대로 가면 정상가기 어렵겠다, 남들보다 일찍 출발하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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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세 개, 침낭들을 무겁게 짊어졌다.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는 텐디와 함께 2캠프에 내려선 시각

은 저녁 6시였다.

〈 서정환 〉

■5월 18일 

- 08:00 3캠프 출발

- 17:05 4캠프 도착

- 20:00 4캠프 출발

■5월 19일

- 06:30 남봉 아래에서 하산 시작

- 12:30 4캠프 도착

- 19:00 3캠프 도착

- 20:00 취침

밤에 일정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을 오늘과 내일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5월 18일과

19일은 하나의 오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밤에 4명이서 함께 자는 텐트의 갑갑함과 어제 틀어놓은

산소 때문에 닫아놓은 텐트문이 주는 답답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수분부족 생각, 그래 그런지

계속 깨고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다른 이들도 비슷해 보인다. 그저 참는 것이지. 품고 자던 물통의

물을 다 마시고 빈 물통을 베고 자던 삼중화 내피 위에 올려 머리를 높이니 좀 살 것 같다.

새벽에 산소가 다 떨어지고 텐트문을 열고부터는 좀 잘 만하다. 몸이 좀 편안해지니 이제 소변이

마렵다. 볼 일을 해결하고 들어오는데 무척 힘들다. 편안한 시간도 잠시. 곧 일어나 출발 준비를 한

다. 아침을 먹고 옷을 입고 장비를 착용하며 준비하는데 누르부와 셰르파 텐디가 올라온다. 3캠프에

서 4캠프로 올라가면서부터 산소를 쓰기로 해서 셰르파들이 준비해준다. 

8시쯤 4캠프를 향해 출발. 처음 사용해보는 산소 덕인지 컨디션이 매우 좋다. 그동안 별로 무겁지

도 않은 배낭이 어깨를 짓눌렀는데, 산소통까지 하나 넣은 배낭이 부담스럽지 않다. 호흡도 베이스

캠프보다 편한 기분이다. 마스크 덕에 찬 공기를 직접 마시지 않으니 거슬리던 목도 괜찮다. 다만 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 옐로우밴드 전부터 정체현상이다. 걷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

이 길다. 산소가 아까울 지경이다. 날씨도 좋고 최상의 조건이지만 줄을 서서 올라간다. 옐로우밴드

에는 듣던 대로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 옐로우밴드를 넘어 제네바 스퍼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힌다. 같이 가던 나텐지한테 산소가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하니, 확인하더니 산소가 다 되었단

다. 그러고는 자기 산소를 바꿔준다. 게이지가 3(리터월분)으로 맞춰져 있어 금방 다 썼다는 것이다.

1.5로 해야 하는데 아침에 준비한 셰르파가 잘못 세팅했나 보다. 어쩐지 날아갈 것 같더니.

1.5로 낮아진 산소를 마시며 오르니 비로소 힘이 든다. 아까의 날아갈 듯한 컨디션은 산소 덕이었

구나. 힘들지만, 나한테 산소를 준 나텐지는 무산소다. 제네바 스퍼 넘어가는 오르막에선 죽을 맛이

다. 그래도 꾸역꾸역 넘어간다. 제네바 스퍼를 돌자 사우스콜과 남동릉이 보이는데 사우스콜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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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상의 기쁨이란 너무도 수없이 상상했던 것이었다. 솔직히 나는 정상을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점

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고, 따라서 정상에 오른 그 자체는 별로 새로울 것은 없었다. 정상의 파노라

마 역시 기대했던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전환이랄까. 그 어떤 감정, 주관적인 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사실이었다. 물

리적인 사실 말이다. 이제 정상이란 하나의 기대에서 현실로 바뀌었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어떤 성

취라고 말하거나, 또는 아니, 그건 결코 기쁨이 아니었어! 라는 등으로 회상할 자유를 가지게 된 것

이다. 이 순간 당장은 그 어떤 감정으로도 번역할 필요가 없었다. 당장은 무엇보다도 춥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순식간에 깃발들을 펼쳐 사진을 찍곤 하산을 서둘렀다.

남봉에서 충남고OB팀 세 분을 만났다. 마치 한강변에서 마라톤하다가 아는 분들 만난 것처럼 서

로 응원을 빌어 주고는 헤어졌을 뿐이다. 비록 그 중에 한 분은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분이 되었지만,

무얼 더 할 수 있겠냐 말이다. 도대체 누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는 어쩌면 당시 우리는 모두 이미 반쯤은 죽어 있었던 것도 같다. 베이스캠프에 들어와 첫 날 밤

을 텐트에서 자면서 이미 죽기 시작했던 것도 같다. 저쪽 산에서 눈사태가 나면 우리는 고개를 휙 돌

리며 바라보고, 그 파괴력에 치를 떨면서도 동시에 그곳으로부터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러나 밤이 깊어 침낭 속에서 안식을 청하는 고요의 순간, ‘쩡’ 하며 등 아래 빙하 갈라

지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 심연에서 들려오는 소리, 바라보며 외면할 자유조차 허락

지 않는, 눈처럼 감을 수 있는 눈꺼풀조차 없이 뚫려 있는 귓구멍으로, 내 허락 없이 가슴 한복판에

스며드는 죽음의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는 것 말이다. 예측을 불허하는 아이스폴 지대를 오

직 확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로체페이스의 낙석을 피할 여력이 없

고, 헬멧이란 초라해 별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우리는 파우스트에게 영혼을 넘겼

다. 생명의 게임을 시작했던 것이다. 죽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곳 8천 8백 미터는 우리가 어렴풋이

인정한 우리 각자의 죽음이라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었다. 

하산길은 이제 오르는 사람들로 인해 쉽지 않게 되었다. 나텐지는 산소가 바닥나 먼저 빠르게 하산

했다. 그러나 정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나타나면, “정상 잘 갔다 와라”고 말하고 싶었다.

본의 아니게 정환은 이번 원정에서 고생이 많았다. 멋지게 등정하고 죽도록 고생해서 기어코 내려와

그간 고통들을 보상받기를 바랐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는 위로용 어구가 있긴 하지만 기

왕이면 더 멋진 성공의 어머니를 만나면 좋을 게 아닌가 말이다.

남봉 정상에서 백여 미터 내려와 주저앉아 사진을 찍었다. 바로 그 순간, 저 아래 정환이 보였고,

나텐지가 마침 그를 만나고 있었다. (사진에는 07시로 찍혀 있었다) 정환이 뒤돌아서는 게 보였다.

이제 그의 뒤돌아섬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그의 몫이다. 산은 그곳에 있어 다시 오면 된다고 하

지만, 그것도 그저 위로용이다. 십중팔구는 다시 안 온다. 평생 그의 몫인 것이다.

하산길은 고통스러웠다. 4캠프에는 10시에 도착했다. 텐디가 물을 녹여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

없이 많은 물을 들이켰다. 그리곤 한두 시간 산소를 물고 죽은 듯이 잤다. 어느 순간 정환이 도착했

다. 그도 무척 지쳤다. 정오 경 일어나 하산을 서둘렀다. 셰르파들은 사용했던 모든 산소통, 텐트들

을 짊어져야 한다. 나텐지에게 “please carry 마일라(둘째-정환을 지칭)”고 부탁하고 대신 나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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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다. 4캠프에 도착해서 잠시 한숨 돌린다. 계속 날씨가 좋지

않다가 오늘 정상까지 고정로프 작업이 끝나고 내일 저녁부터 다

시 날씨가 좋지 않단다. 그래서 수많은 등반가들이 내일 정상에 오

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래서 영훈형은 빨리 출발해서 정체되기

전에 올라가잔다.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난 제법 피곤하다. 몸을

눕히면 잠이 솔솔 오고 한숨 자고 가고 싶다. 그러나 그럴 시간은

없다. 저녁을 대충 먹고 출발준비를 한다. 

어둠이 내리고 정상을 향해 영훈형보다 조금 뒤에 4캠프를 떠난

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 몰려가고 있다. 안경에 산소마스크

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얼어붙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

를 손으로 누르며 간다. 추운 줄은 모르겠다. 줄지어선 무리에 끼

어들었을 때 이미 영훈형은 보이지 않는다. 누르부, 셰르파 텐디와

함께 오른다. 내심 힘들면 산소 양을 올려 마실 생각을 하니 - 셰

르파가 각 3통씩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난 3통의 산소를 쓸 수 있

다고 생각했다. - 한편으로 마음이 놓인다. 사람이 많아 대기시간

이 길어지더라도 산소에 여유가 있으니 좀 낫겠지 하는 생각도 들

고. 하지만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텐디의 산소마스크가 고장이

다.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하더니. 텐디가 4캠프로 내려가기 전에

누르부에게 지금 쓰는 산소를 텐디가 가진 새 걸로 바꾸고 싶다니

까 산소는 충분하단다. 아니 난 조금이라도 산소를 더 가지고 싶다

니까. 결국 텐디는 그냥 4캠프로 내려가고, 이제 누르부와 둘이서

올라간다. 내가 앞에 가고, 누르부가 뒤에서 오르며 내가 오래 쉬

거나 졸면 계속 움직이라고 다리를 툭툭 친다. 앞사람 등만 보고

기계적으로 오른다. 좀 오래 쉬고 있으면 뒷사람이 추월한다. 마시

거나 먹고 싶어서 좀 쉬자고 하면, 누르부는 쉬면 춥고 존다고 계

속 움직이란다. 물을 두 통 준비했는데 마실 틈이 없다. 마스크에

서 새어나오는 수증기가 얼굴에 닿을 때마다 따뜻, 시원하다가 곧

차갑고 아리다.

발코니에서 산소를 바꾸면서 잠시 산소가 나오지 않는데 숨이 턱

막힌다. 8000m 위의 공기는 매우 희박하구나. 바람이 강해져 스

키고글을 끼고 다시 오른다. 어두운데 고글까지 끼니 시야가 더욱

좁아진다. 발코니에서 다들 쉬는지 고민하는지 움직이지 않았고

내 앞의 사람은 저 멀리 한참 앞이다. 무리 중 선두에서 오르다 보

면 고정로프의 확보점이 가까워질 때마다 로프가 팽팽해져서 (뒷

사람들이 당기니까) 매우 짜증나고 힘들다. 뒤에 가도 이러겠지라

는 생각으로 참으며 오른다. 뒤쪽으로 - 사우스콜에서 남동릉을 따라 정상을 가니 해가 뒤에서 뜬

다. - 일출 전 지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왼쪽 뒤의 로체도 어느새 눈높이와 같다. 8500m 정

도 되는 것 같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고 정상까지는 올라온 것보다 적게 남았다. 앞에 사람이 많아

걱정이지만 잘 되겠지. 사실 계속 힘들고 졸려 느리게 움직인데다 텐디도 내려가 버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면서 힘들어 쉴 때 누르부형이 ‘possible, no possible?’이라고 물으며

다그치면 ’possible!‘이라 답하며 오히려 힘이 난다. 

주위가 밝아지고 능선을 따라 올라간다. 누르부형이 영훈형이 정상에 갔다고 말해준다. 남봉 아래

에 도착하니 남봉부터 정상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 누르부형이 정상에 가면 내려올 때 사람이

많아 늦어질 것이고 산소도 충분치 않아 매우 ‘tired’할 거란다. 지금 내려오는 영훈형도 시간이 많

이 걸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내려가자는 소린데 선뜻 그러자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남봉 쪽으

로 좀 더 오르며 생각한다. 이제 3시간 정도만 가면 정상인데 아직 시간도 있고 날씨도 괜찮고 내 컨

디션도 그리 나쁘지 않다.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언제 다시 올까. 그동안 고생하며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객관적인 상황

판단으로는 지금 정상에 가면 내려올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줄지어선 사람들이 느

리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끼어 정상까지 가면 내려올 때도 느리게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산소는 충

분치 않고 몸은 피곤하고 저녁에 날씨도 나빠지면 동상 아니면 동태가 되기 쉽겠지. 일기예보는 오

늘 밤부터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했다. 행여 무사히 내려온다 해도 그 과정은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

러울 것이다. 나 혼자면 괜찮겠지만 날 책임져야 하는 누르부형은? 그에게 그런 위험을 강요할 권리

가 나에게 있는가. 돈 몇 푼 더 준다고 목숨을 걸자고 할 수는 없다. 영훈형이 등정했는데 내가 무리

하며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든다. 한국에서 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사히 돌아가는 게 위

험을 무릅쓰고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 아쉬운 마음에 머리위의 남봉

부터 정상까지 이어진 능선을 바라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붙어있다. 

06시 30분쯤, 내가 씁쓸한 기분으로 내려가자고 하자 누르부형이 ‘정상에서 보는 거나 여기서 보

는 거나 같은 풍경이다. 넌 이미 이걸 보고 있지 않냐.’라고 한다. 정말 에베레스트 정상 말고는 모

든 봉우리가 내 발아래에 있다. 로체 정상도 눈높이 아래다. 아침햇살에 물든 수많은 봉우리들을 내

려다보며 내려간다. 이 산들은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있겠지만, 내 인생은 단 한 번이다.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내려가는데 나텐지가 내려온다. 좀 더 뒤에 영훈형도 내려온다. 내려오는 길

에 사람이 많아 쉽지 않았나보다. 고정로프가 한 가닥뿐이라 정체가 극심할 것이다. 내려가는 길에

보니 나처럼 발길을 돌려 내려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대원을 설득하는 셰르파도 보인다. 발코니나

그전에 포기한 사람들은 이미 다 내려갔고 하산길은 한산하다. 곧 많이들 내려올 거라고 어서 내려

가잔다. 나도 그러고 싶으나 힘이 없다. 올라올 땐 있는 힘껏 올랐는데, 내려가는 건 없는 힘을 짜내

서 내려간다. 밤새 오른 길이 날 밝고 내려가니 어찌 그리 긴지. 어차피 못 올라간 거, 빨리 내려왔으

면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하는 못난 생각까지 든다. 천천히 올라 얼마 안 될 줄 알았던 사면들이 지친

몸을 끌고 내려가려니 무지하게 길다.      

사우스콜에 거의 다 내려와서 충남고팀의 영일형이 ‘할 만 하냐?’며 인사를 하신다. ‘네…’라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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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저녁 9시 정상을 향해 줄지어 나선 각국의 등산가들.

4캠프를 선두로 출발해 발코니로 오르던 오영훈 등반대장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



스트와 로체가 갈라지는 곳이 나왔다. 거기에 영훈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형에게

의지하지 못한다. 형에게 물 한잔 얻어먹고 헤어졌다. 정환형도 산소를 쓰니 잘 가는 것 같고, 영훈

형은 원래 괴물이니 걱정은 없다. 다들 화이팅이다.

에베레스트 가는 길은 아직 줄 서서 가는데 로체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4캠프 도착 시간은 4

시 반. 정확히 말하면 4캠프 장소 도착시간이다. 나와 같이 올라온 셰르파들이 텐트를 치기 시작한

다. 클라이머들과 같이 올라가며 줄을 깔거란 소문이 사실인가보다.

텐트 안에는 중국인 클라이머 두 명과 나만 있었다. 한 명은 올 시즌에 안나푸르나, 마칼루, 로체를

한번에 하는 분인데 자기가 돈을 벌어 등반을 하는 분이고, 한 명은 안나푸르나, 로체만 하는데 담배

를 엄청 많이 피는 분이다. 이 분들이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 SpO2 측정기가 있어서 SpO2를 재어보

니 69%다.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데 다른 사람도 비슷하다.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었는데 조금 딱

딱하긴 했지만 괜찮았다. 출발할 준비를 하고 나니 8시다. 출발할 때까지 눈 좀 붙이자길래 몇 시 출

발이라고 물으니 9시 반이란다. 1시간 반 밖에 못 잔다. 어느새 텐트는 취익취익(산소 마스크 소리)

소리로 가득 차고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깜빡 잠에 들었나? 밍마형이 들어오더니 출발이란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는 데까진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에너지 드링크 3개, 에너지 젤 6개를 챙기고, 물에는 에너지 분말을 타고, 손가락과 볼에

는 동상연고를 바르고. 전쟁에 나서는 병사의 기분이 이럴까? 출발이다. 어라? 밖에 나왔는데 별로

춥지가 않다. 해발고도 8000미터의 밤인데 왜 이러지? 얇은 장갑만 끼면 손가락이 조금 시리고, 위

하고 각자 텐트로 간다. 우리텐트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영훈형이 자고 있다. 나텐지는 텐트 문 앞

에서 자고. 나도 우선 피곤한 몸을 눕히고 잠시 눈을 붙인다. 3, 40분쯤 자고 내려갈 준비를 한다.

산소가 얼마 남지 않아 2캠프까지 가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영훈형은 먼저 가고 난 나텐지와 함

께 내려간다. 누르부형은 좀 더 쉬었다 짐을 챙겨 내려간단다. 매우 피곤하다는 누르부형의 얼굴을

지금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빨갛게 충혈된 눈, 새까맣게 탄 얼굴. 피로로 가득한 표정. 누르부형

에게 그냥 미안하고 고맙다. 나중에 보자고 인사하고 내려간다. 힘이 없어 내려가는 것도 속도가 나

지 않는다. 꾸역꾸역 내려간다. 3캠프중 가장 높은 캠프(약 7500m)쯤 왔을 때, 산소가 안 나오는 듯

하다. 나텐지에게 물으니 산소가 다 되었단다. 이 높이에서 산소를 안 쓰고 운행한 적은 없는데, 우

선 산소가 안 나오는 마스크를 벗으니 좀 시원하다. 하지만 힘이 쭉쭉 빠진다. 나텐지는 먼저 내려가

고 혼자 뒤에서 용을 쓰며 내려간다. 분명 그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 했지만 그런

것보다 얼른 내려가고 싶다는 욕구만이 머릿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욕심처럼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는다. 우리 3캠프가 보일 때쯤 해가 넘어가고 있다. 무거운

몸은 굼벵이처럼 아래로 내려간다. 기다리고 있던 나텐지가 내 배낭을 들어줄 테니 지금 2캠프까지

내려가잔다. 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여기서 자고 내일 내려가겠다고 한다. 그러자 나텐지는 주

변의 같은 세븐 써밋의 셰르파들에게 물어 매트리스가 하나 있는 빈 텐트에서 자라고 한다. 그러고

자기 침낭을 준다. 빈 산소통과 이제 필요 없는 마스크를 받아 가지고 내려가며, 옆의 셰르파들이 물

을 갖다 줄 거라고 한다. 피곤한 난 알겠다고 밑에서 보자고 인사하고 텐트로 들어간다.

텐트는 로체페이스 절벽 가까이 있는데 바닥이 기울었고, 모서리의 팩이 빠졌는지 한 귀퉁이는 바

람에 펄럭인다. 그저 얼른 누워서 자고 싶어서, 기운 쪽 매트리스 아래에 배낭에 있던 약간의 짐을

넣고 배낭도 매트리스 밑에 깐다. 그래도 아래로 좀 기울었지만 침낭을 펴고 지친 몸을 눕힌다. 옆

텐트의 셰르파가 율무차 한 잔을 가져다주며 물통을 받아간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넘어가니 좀

살 것 같다. 셰르파가 물통에 물을 담아서 가져다준다.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제대로 침낭에 넣고 눕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고소와 피로로 행동이 둔하다. 기침이 나고 숨이 가쁘

지만 눈이 먼저 감긴다. 길고 힘들었던 하루를 뒤로 하고 잠시 깊은 잠에 빠져든다.

〈 유선필 〉

자꾸 자다 깨다가 하며 낮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낮이 되니 너무 피곤하여 자다 깨다라도 계속

하고 싶다. 입맛이 없어 아침을 조금 먹었다. 앞으로 60시간 동안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을 줄 알았더

라면 억지로라도 먹었을 텐데. 6시에 일어나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8시에 출발했다. 여기서부터

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한다. 산소를 처음 써 봐서인지 효과를 잘 모르겠다. 올라가는데 벨트가 자꾸

내려간다. 허리 벨트가 아니라 엉덩이 벨트다. 벨트에 걸려 떨어지는 상상을 해본 뒤로는 한 손으로

는 어센더를 잡고 한 손으로는 벨트를 잡고 올라간다. 조금 올라가니 옐로우 밴드가 보인다. 그런데

옐로우 밴드는 사람들로 블랙 밴드로 변해 있었다. 에베레스트 러시아워다. 쉬면서 밑을 내려다보니

흐익! 2000m짜리 미끄럼틀이다. 피켈이 있더라도 제동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때 산소통 하나가

떨어진다. 퉁 퉁 퉁 잘도 떨어진다. 근데 저거 떨어뜨린 사람은 어쩌지? 어찌어찌 꾸물꾸물 에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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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나는 등정에 관한 생각보다는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 밖에 들

지 않았다. 쉴만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그냥 내려간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

가려는데 밍마가 줄을 내려준다.

어센더를 걸고 힘을 주는 순간, “앵커어어어어~” 한 5~7m를 굴러 떨어진 것 같다. 죽을 수도 있

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떨어진 날 보고 먼저 가던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준다.

살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만 든다. 물을 달라니 이제야 준다. 한 잔을 마

시고 한잔 더 주려는 걸 거부하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진 곳까지 올라가 숨을 고르는데 내가 왜 이러

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내 체력은 한계에 도달했고, 나는 나의 등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셰르파에게 의지해서 등반

을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등반을 계속하는가? 나의 등반은 누군가에

게 의지한 순간 끝났다. 산은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인데 한계를 넘어 남에게 의지하여 올라가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전문 산악인이 될 것도 아니고 나에겐 ‘등정’과 ‘등반’의 의미가 다를 게

없다.’ 라는 생각으로 밍마에게 내려가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

니라 산악회 형님들 생각을 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당연히 정상에 갔을 테고, 찜찜하지도 않았을 것

이기 때문이다. 밍마는 의아해하면 10m만 더 가면 정상인데 사진만 찍고 가자고 했지만, 나는 내 등

반이 아니라며 내려가자고 했다. 

하산을 시작한지 5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분다. 사면에 바짝 붙어있는데 바람이 불

면 몸이 흔들린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진 않는지라 결국 줄이

있는 곳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아까 떨어졌을 때 산소가 다 샜는가 보다. 밍

마는 자신의 산소통을 나에게 주고 먼저 내려간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하산이다. 12시간 동안 먹은

거라곤 물 한 컵, 에너지 드링크 1개, 에너지젤 3개 뿐이라 힘이 없다. 10m 내려가고 쉬기를 반복하

길 수 십 번,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보인다. ‘날 위해 물을 가지고 올라오는구나’ 기쁜 마음에 최

대한 빨리 내려갔으나 아는 척을 안 한다. 모르는 클라이머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나의 이런 상

태를 알지 못하니 물을 가지고 올라올 리가 없다. 그래도 밑에서 누가 올라오면 계속 날 데리러 올라

오는 것 같다. 12시면 2캠프에 도착할 거라 예상했는데 4캠프도 못 가서 1시가 넘었다. 이젠 목이 너

무 말라 움직일 수가 없다. 눈이 맛있어 보인다. 마스크를 벗고 눈을 씹어 먹어본다. 갈증이 좀 가시

는 것 같다. 이때부터는 쉴 때마다 얼음을 씹는다.

이제야 어제 저녁부터 내가 오른 길에 눈이 간다. 어두워서 그냥 간 거지 밝거나 길을 알았다

면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이다. 처음 마스크가 얼었던 곳에 도착해서 얼음을 주워 먹으려는데 바

위 위에 보온병이 놓여있었다. 누군가 물을 마시고 실수로 두고 간 것 같은데 너무 고마웠다. 제

대로 목을 축이고 나니 힘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진짜 힘이 나지는 않아서 다시 얼마 못 가

쉬어야 했다. 그렇게 힘겹게 4캠프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 17시간이 걸렸다. 양말을 벗으니

발이 목욕탕에 갔다 온 것처럼 퉁퉁 불어 있다. 잘 견뎌 줘서 고맙다 발아. 1시간만 쉬고 3캠프

로 내려가기로 하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니 온 몸에 힘이 없었다. 그래서 내일 내려가기로 하

고 다시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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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꺼운 장갑을 끼면 덥다. 이유가 모르지만 춥지 않다는 건 좋은 것이다.

시작부터 경사가 많이 세다. 로체는 오른쪽에 있는데 계속 위로만 올라간다. 4캠프 위로 이렇

게 길었던가? 날이 어두워 보이지 않으니 계속 줄을 따라 올라간다. 힘들다. 얼마나 더 가야 하

냐고 물으니 한참 남았고 록 클라이밍도 해야 한다고 겁을 준다. 그렇다고 포기할 쏘냐. 앞사람

이 쉴 때 스텝을 만들어 편히 쉬는 법을 익힌 뒤 계속 전진이다.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면 마스크

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 불편하긴 하지만 견딜만은 하다. 내 앞에 가는 가이드는 자꾸 존다. 떨

어질까 무섭지도 않나? 어라? 앞의 불빛이 두 갈래로 갈린다. 길을 찾는 것인가? 가까이 다가가

자 텐트 같은 것이 보이고 큰 삼중화가 보인다. 예티인가?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밍마형에

게 마스크가 이상하다고 하니 산소가 잘나온다며 괜찮다고 한다. 이상하다니깐? 확인해보니 공

기 구멍이 얼었다. 손으로 별 짓을 다 해보았지만 얼음이 안 녹는다. 여기서 내려가야 하나? 나

에겐 마지막 원정인데 내 의사가 아닌 상황에 의해 포기할 수는 없다. 보니 장갑에 핫팩이 들어

있다. 핫팩으로 녹이니 그제야 공기가 들어온다. 완전히 녹진 않았는데 걱정이다. 아마 이 때 에

너지 드링크와 에너지 젤을 먹은 것 같다. 우모 지퍼가 있는 곳이 얼어 드링크 빼기가 힘들었다.

별로 춥진 않은데 옷이 얼다니 이상하다.

3시 반 쯤 되니 하늘과 산의 구별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에베레스트를 보니 에베레스트를 가로

지르는 핏줄이 생겼다. 지쳐서 드링크를 먹으려고 하니 나오지 않는다. 젠장 얼었다. 입구에 언 얼음

을 깨니 속에 물이 조금 들어있다. 이게 마지막 물이 되겠군. 조금 가다보니 쿨르와르가 나왔다. 여

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 반이 걸렸다. 이미 에베레스트는 일

광으로 물들었다. 세상의 꼭대기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 쿨르와르는 처음에

는 눈만 보였는데 조금 올라가니 돌과 눈이 섞여있고 줄도 옛날에 쓰던 것 밖에 없었다. 줄에 매달려

쉬면 가이드가 위험하다고 자꾸 뭐라 그런다. 위험한 건 알지만 힘들어 죽으나 줄이 끊어져 죽으나

같다는 생각으로 계속 쉬면서 올라갔다. 가는데 영훈형이 등정했다는 소식을 알려준다.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쿨르와르를 따라 올라가다보니 셰르파들이 저기만 넘으면 정상이라고 축하

를 해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모님이 생각나며 눈물이 핑 돈다. 하지만 울면 숨이 차니 울 수

는 없다. 누군가 정상이 어땠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지? “정상에 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일

줄 알았어요.”라고 해야겠다. 아직 해가 덜 떴으니 고글을 벗고 우는 사진도 찍어야겠다. 등 별별 생

각을 다한다.

그렇게 올라가길 1시간. 가도가도 정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나의 체력은 바닥이 났고, 입에

서는 단내가 나다 못해 똥내가 난다. 설상가상으로 마스크는 다시 얼었다. 마스크를 손으로 녹

이고 다시 간다. 가이드 말로는 1시간만 더 가면 정상이란다. 정상이고 뭐고 아무런 생각도 없

다. 그런데 이때 줄이 없는 사면이 나왔다. 떨어지면 2캠프까지 바로 간다. 너무 약해진 나는 밍

마에게 올라가서 줄을 고정시켜 달라고 했다. 밍마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데

리고 올라간다. ‘나는 등정보다 내 목숨이 중요한데 나의 등반의사를 물어보고 가야 하는 거 아

니야?’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용케 따라 올라간다. 설사면과 이어진 40m쯤 되는 언덕이 보이고

먼저 간 중국인이 사진을 찍는 게 보인다. 10m 쯤 올라가니 그들이 내려온다. 정상 30m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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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 자기텐트로 오라고 부른다. 입은 괜찮다지만 몸은 그쪽으로 움직인다. 바람이 잦아질 때까지

좀 쉬었다 가야겠다. 그 텐트에 들어가니 셰르파가 몇 명 있다. 물으니 세븐 써밋의 인도팀 (베이스

캠프에서 우리 옆) 셰르파들이란다. 따뜻한 차를 줘서 얻어 마시고 무전기를 빌려 2캠프에 무전을

한다. 바람이 좀 잦아지면 내려가겠다고 알린다. 쉬고 있는데 치링이 올라온다. 그 바람을 뚫고. 치

링과 셰르파들이 아침을 먹는데 나한테도 권한다. 하지만 도저히 넘길 자신이 없어 사양하고 물만

좀 더 마신다. 따뜻한 텐트에서 쉬고 있으니 몸이 풀리며 졸음이 온다. 아침부터 힘이 쭉 빠진 기분

이다.

8시쯤 바람이 좀 줄어들어 치링과 함께 내려간다. 줄을 잡고 하강을 하는 건 그나마 할 만하다. 내

려가다 보니 바람도 줄어들고 하늘도 갠다. 하지만 며칠 만에 배에서 신호가 온다. 하강을 끝내고 빙

하까지 가야 일을 볼 수 있는데 내려가는 동안 진통을 참느라 힘든 줄 모르고 서둘러 빙하까지 간다.

하강을 끝내고 빙하에 도착하자마자 적당한 곳에서 엉덩이를 깐다. 시원한 건 오랜만에 엉덩이가 바

깥바람을 쐬기 때문만은 아니다.

좀 쉬었다 2캠프로 내려가는데 힘이 너무 없다. 하강하면서 힘을 다 쓴 건지, 긴장이 풀어져 그런

지 한 번에 열 걸음 걷기가 힘들다. 치링이 안쓰러워한다. 없는 힘을 쥐어 짜 가는데 그냥 드러누워

쉬고만 싶다. 내려가다 퍼져있거나 드러누우면 치링이 여기서 쉬면 안 된다고 내려가자고 한다. 나

도 안다. 얼른 2캠프, 베이스캠프까지 내려가서 푹 쉬고 싶다.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기침도

계속 나고 호흡기에 염증이 있는지 누런 가래가 계속 나온다. 코 속도 헐어 가래를 뱉을 때 피가 섞

여 나오기도 한다. 기어가는 속도로 내려가는 내가 답답했는지 2캠프에 가서 할 일이 많은지 치링이

먼저 내려간다. 혼자 내려갈 땐 힘들면 드러누워 한참을 쉬기도 한다. 그러면 하산하는 외국인이 그

런 날 이상한 눈초리로 보거나 괜찮냐고 묻고 지나간다.

산소를 마시며 내려가는 이들을 보면 나도 산소가 있었으면, 아니 조금만 마시자고 할까? 등의 생

각이 든다. 간혹 헬기가 오고가는데 사고가 많았나 보다. 치링이 충남고팀에서 사고가 나 두 분이 돌

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다. 헬기를 보면 나도 헬기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다.

몸이 힘들다기보다 기운이 하나도 없고 기침 때문에 호흡에도 지장이 많다. 조금 걸으면 숨이 가빠

서 열 걸음 걷기도 힘들고. 2캠프를 향해 느릿느릿 가는데 선필이가 지나가며 인사를 한다. 대답할

기운도 없어 그저 바라만 본다. 2캠프가 뻔히 보이는데도 한참이나 걸려 우리 캠프를 찾아간다. 길

을 잘못 들어 다른 팀 캠프에서 길을 묻고 주스도 얻어 마시며 쉰다. 

힘겹게 우리 캠프에 도착하니 다들 반겨준다. 텐트에서 쉬는데도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처음엔

고도를 낮추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고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기관지나 폐 쪽에 문제가 생긴 듯

하다. 식욕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내일은 베이스캠프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

아지겠지. 

〈 유선필 〉

눈을 떠보니 아침 9시. 꼬박 12시간을 잤다. 정상 공격 시작하고 가장 잘 잤다. 셰르파들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있다. 그들도 힘든가 보다. 셰르파들이 하나 둘 일어나고 아침으로 스프를 먹고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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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3캠프(7200m) ⇒ 2캠프(6500m)

- 05:30 기상

- 08:00 3캠프 출발

- 16:30 2캠프 도착

〈 서정환 〉

피곤했는지 얼마 깨지 않고 죽은 듯이 잤다. 얼굴이 답답해서 눈을 떴을 땐, 양쪽 텐트벽이 눈앞에

와 있고 미친 듯한 바람에 텐트가 펄럭이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침낭에서 나와 텐트벽을 밀치고 상

황을 살핀다. 일기예보대로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텐트는 펄럭이다 못해 들썩거린다. 다행히 텐트문

이 열려있어 통째로 날아가지는 않고 있다. 플라이 앞, 뒤로 하나씩, 본체 양 옆에 하나씩, 그것도 나

무쪼가리로 박아 놓은 팩이 그나마 텐트가 날아가지 않게 붙들고 있다. 문 밖으로 보이는 옆 텐트는

이미 플라이가 찢겨 너덜거리고 있다. 텐트 앞으로 고정로프가 보이고, 조금 더 앞은 로체페이스 절

벽이다. 이거 여차하면 바람에 텐트와 함께 날아갈 판이다. 텐트문을 더 열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하니

손이 시리다. 손을 녹이고 신발을 신고 벨트를 찬다. 동작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몸

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1시간 가까이 걸려 내려갈 준비를 마치고 텐트를 나서는데 바람은 여전히

강하다. 

이 바람을 뚫고 2캠프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 배낭을 메고 나서니 건너편 텐트의 셰르

해발 8500m 지점에서 하산 중인 서정환 대원과 마칼루(8463m)



〈 유선필 〉

밤새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다. 5일 가까이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하다. 힘들다. 목이 아파 밥도 잘

안 들어간다. 가이드들이 2캠프를 해체한다. 셰르파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 힘든 등반을 하고도 저

무거운 텐트를 지고 갈 수 있다니. 몸이 약해지니 감기도 걸렸다. 엄청 심하게. 그래도 어쩌겠는가?

내려가야지. 

만신창이가 되어 내려가려니 너무 힘들다. 파상과 함께 내려갔는데 내려가며 파상이 자꾸 장난을

건다. 웃으며 넘어가야 하지만 너무 힘이 드니 짜증이 자꾸 난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내

가 약해서 나는 짜증인데 왜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는가? 

베이스캠프에 내려오니 형님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자꾸 로체 등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전화를 받으신 부모님은 기뻐하시기보단 안

도하시는 것 같다. 빨리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싶다. 

형님들은 먼저 내려가시고 우리는 내려갈 준비를 한다. 드디어 이 원정도 끝나는구나. 맥주를 한

캔 먹는데 목이 너무 아프다. 

■5월 22일 베이스캠프(5400m) ⇒ 루클라(2840m) ⇒ 카트만두(1281m)

〈 서정환 〉

일어나서 내려갈 준비를 하고 본부텐트에 간다. 아침을 내오는데 난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다.

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다. 19일 저녁부터 바람이 강해진다더니 예보가 딱 맞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3캠프를 향해 출발. 처음에는 힘이 나서 잘 갔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또 힘이 없다. 먹은 거라곤 묽

은 스프 밖에 없으니 당연하다.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3캠프가면 깐포도를 먹을 수 있다고 최면

을 걸며 내려왔다. 

3캠프에 도착하니 깐포도는 없었지만 주스가루도 있고 과자도 있었다. 쉬고 있는데 밍마가 와서

내려가자고 한다. 로체페이스는 빠르게 내려왔다. 내려오니 사람들이 두고 간 스틱이 보인다. 유난

히 사고가 많았던 올해. 주인 잃은 스틱은 여기서 영원히 주인을 기다리겠지. 이제는 걸어서 2캠프

로 간다. 가는데 부모님 생각이 나며 눈물이 난다. 안도감 때문일까? 죄송함 때문일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눈물이 난다. 눈물을 삼키며 걸어가는데 저 앞에 정환형이 보인다. 반갑다. ‘형’하고 부

르니 본 척 만 척이다. 기분이 상해 먼저 내려왔다. 헬기가 계속 올라온다. 다들 몸이 많이 상했나 보

다. 이렇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왜 산에 갈까? 알 수가 없다. 

2캠프에 도착하니 영훈형이 등정을 축하해준다. ‘음? 나는 등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먼저 내려간

중국인 클라이머가 내가 등정했다고 이야기했나 보다. 그래서 형에게 10m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왔

다고 하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 다 들은 영훈형은 “야, 그 정도면 등정한거지 임마.” 라고 하신다. 내

가 등정의 기분을 못 느꼈는데 어찌 등정이냐고 물었으나 니가 느꼈던 말던 등정이란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정상에 갈 걸. 내 결정에 후회가 되기 시작한다. 

한참 있으니 정환형이 내려왔다. 상태가 엄청 나빠 보인다. 그리고 나도 목이 엄청 아프다. 물만 마

셔도 아프다. 어찌되었던 이제 원정 막바지다.

■5월 21일 2캠프(6500m) ⇒ 베이스캠프(5400m)

- 17:10 베이스캠프 도착

〈 서정환 〉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 상태는 어제와 별 다른 게 없다. 아침을 먹는 것도 힘들다. 영훈형이 내 배낭

을 형 배낭에 묶어서 함께 메고 내려간다. 형도 힘들 텐데. 난 빈 몸으로 나텐지와 함께 내려간다. 어

제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힘들다. 얼마 걷지 않아 가빠지는 호흡과 기침. 기침을 많이 해서 기침할 때

마다 옆구리가 아프다. 뭐가 문제인지. 얼른 내려가고만 싶다.

아이스폴을 내려갈 때 누르부형이 과일통조림을 물통에 담아 가져와서 맛있게 먹었다. 힘이 좀 나

는 것 같다. 나텐지는 먼저 내려가고 누르부형과 함께 내려간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니 지원대 형

님들은 기다리다 내려가셨단다. 두르바형이 뭘 먹고 싶냐 길래 비빙냉면을 해 달라고 하고 내 텐트

에서 정리하며 쉰다. 그래도 여기까지 무사히 내려왔구나. 비빔냉면을 먹고 짐을 정리해서 싼다. 

저녁은 모두 함께 파티를 한다. 우리팀은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모두 등정하고 모두 무사히 내려왔

다. 다들 즐겁게 먹고 마시며 축하한다. 나도 아쉽긴 하지만 무사히 내려온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난 결국 내일 새벽에 헬기로 루클라까지 내려가기로 한다.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텐트에서 짐을 마저 싸고 베이스캠프에서의 마지막 잠자리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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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베이스캠프에서 지원조와 등반대원이 상봉했다. 좌측부터 정성교, 현중섭, 오영훈, 유선필, 안국전



아직 산에 있는 선필이와 지원대가 내일 카트만두로 올 수 있게 밍마에게 헬기를 부탁했다. 25일

비행기를 못 타면 6월 4일 비행기를 타야할 상황이라 무리하게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내일 헬기를

보내주겠다고 한다. 모레면 한국으로 가는구나.  

〈 유선필 〉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밍마는 아직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 너무 미안하다. 대충 아침을 먹

고 팡보체를 향해 출발. 

가는데 학교 가는 아이들을 만났다. 밍마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간다. 너무 귀엽다. 가다가 상

점 앞에서 조금 쉬었는데 밍마가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준다. 저렇게 착한 사람을 내가 욕을 했었다

니…. 듣지는 못했겠지만 너무 미안하다. 

팡보체에 도착하니 형님들이 이미 출발하셨다. 20분 전에 출발하셨다니 조금만 더 가면 만날 수 있

다. 좀 더 가니 형님들이 보인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다. 텡보체에서 남체로 가는 길

은 너무 가팔랐다. 올라 올 때는 어떻게 올라왔나 싶다. 걷다보니 남체다. 롯지 주인 아저씨가 반갑다. 

조금 쉬고 있으니 김창호 대장님, 김재수 대장님이 오셨다. 책으로만 보던 분들을 실제로 보니 얼

얼하다. 로체를 등정하신 분들이라 대화 주제가 로체로 흘러간다. 정상에는 앉을만한 공간이 있다는

데…. 이제 알았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정상에는 안 갔는데 등정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하지 않았다. 등정자 타이틀이 탐이 났던 것일까? 또 정상에 서지 않았

음을 엄청 후회했다. 

저녁엔 소주와 족발을 먹었다. 김창호 대장님 식량인데 뺐어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영훈형이 연락이 오더니 내일 아침 일찍 헬리콥터를 타고 루클라로 와서 오전에 카트만두로

오란다.  

■5월 24일 카트만두(1281m)

〈 서정환 〉

낙필, 태경형님과 영훈형은 아침 일찍 관광하러 나가시고 난 실컷 자고 일어났다. 호텔 조식부페로

아침을 잔뜩 먹고 정원에서 쉬다가 졸려서 자고 일어났는데 지원대 형님들이 도착하셨다. 반갑게 인

사를 하고 좀 있으니 관광 갔던 형님들도 돌아오신다. 다 함께 한국식당 ‘정원’으로 가서 밀린 얘기

를 하며 즐겁게 점심을 먹었다. 

호텔로 돌아와 오후는 휴식. 산에 있을 때보단 괜찮지만 아직 몸 상태가 별로다. 얼굴도 많이 망가

지고 머리도 많이 빠졌다. 오늘 저녁도 밍마가 우리 원정대에게 어제 갔던 식당에서 사줬다. 어제와

비슷한 음식과 공연으로 저녁을 보내고 호텔로 돌아왔다.

■5월 25일 카트만두(1281m) ⇒ 인천

〈 서정환 〉

오늘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호텔 조식부페로 아침을 먹고 짐을 챙긴다. 짐을 로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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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도 없고 여기서 헬기장까지 가려면 한 시간은 걸릴 것 같아 치링과 먼저 헬기장으로 내려간

다. 영훈형은 아침을 먹고 뒤에 오기로 하고. 헬기장에서 좀 기다리니 헬기가 온다. 난생 처음으

로 헬기를 타는구나. 루클라까지 가는 자리가 있어 영훈형도 나와 함께 헬기로 내려간다. 선필

이만 스태프들과 걸어서 내려가고. 며칠씩 걸려 올라온 길을 몇 분 만에 날아서 내려간다. 페리

체에서 헬기를 갈아타고 루클라로 간다. 일주일 넘게 걸어서 올라갔던 걸 30분 만에 날아서 내

려왔다. 

나마스테 롯지에 가니 시립대 김창호형과 김재수 대장님이 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함께 아침을

먹었다. 내려오니 그래도 식욕이 돌아온다. 등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기 전에 함께 사진

도 찍는다. 우린 카트만두로 내려가고 선배님들은 산으로 올라간다. 

루클라 공항에서 카트만두행 국내선을 기다리는데, 아까 페리체에서 봤던 외국여자가 아는 체를 한

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나이는 나보다 제법 많아 보이고 호주에서 왔단다.

직업은 아웃도어 강사. 업체에서 약간의 후원을 받고 고산등반을 한단다. 이번 시즌에는 마나슬루를

등정하고, 로체를 등반하러 왔는데 등정은 못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란다. 그녀도 나도 많이 지쳐

있고 휴식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서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 비행기를 타고 카

트만두에 도착하니 여긴 한 여름이다. 오랜만에 만난 밍마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호텔(Norbu

Linka)로 간다. 호텔에서 낙필형님과 태경형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신다. 빌라 에베레스트에 가서 좀

이른 점심을 먹고 나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Alex를 만났는데 왼쪽 폐가 망가졌단다. 진찰 결과 호

흡기계에 감염이 있고 심장이 커져 있단다. 약을 처방해 주고 내일 심전도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   

호텔로 돌아와 쉬다가 북한식당인 옥류관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예쁘장한 젊은 북한여자들이

서빙을 하는데 손님은 별로 없다. 음식 맛은 괜찮은데 가격은 비싼 편이다. 서빙하는 아가씨는 형님

들 농담도 잘 받아준다. 배불리 먹고 호텔로 돌아와 쉰다. 어제만 해도 빙하를 걸었는데 오늘밤은 카

트만두 한 복판이다. 

■5월 23일 카트만두(1281m)

- 18:45 저녁식사 - Utsav

〈 서정환 〉

아침을 먹고 호텔을 Yak and Yeti로 옮겼다. 고급 호텔이라 시설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좋다. 정

원에는 자그만 수영장도 있고. 옥류관에서 냉면으로 점심을 먹고 쉬었다가 병원에 갔다. 심전도 검

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고 고소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장이 커져 있는 것 같다고 한다. 한국에 돌아

가서 한 달쯤 뒤에 심장전문의를 만나보란다. 큰 문제는 아니라 다행이다. 검사결과와 어제 찍은

X-ray 필름은 받아왔다. 

저녁은 세븐 써밋의 밍마가 소속 등반대들을 모아 고급 네팔식당에서 사줬다. 코스로 요리가 나오

는데 전통공연도 하는 식당이었다. 인도팀, 스페인팀 등과 함께 맛있게 먹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

을 보냈다. 세계 어디서나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친해지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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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 무전기 4 국내구입 

예비 랜턴 1 반실

AA 20

AAA 70

노트북 1 대원보유 - 유선필

외장하드 500G 1 국내 구입

파일 50매 1 대원보유 - 서정환

노트 3 남체 구입

원정계획서 3 보유

볼펜 10 대원 보유

미니플라이어 1 대원보유 - 서정환

렌치세트 1 대원보유 - 서정환

미니 몽키스패너 1 대원보유 - 서정환

줄(FILE) 평줄 1 대원보유 - 서정환

멀티툴 1 대원보유 - 서정환

반짓고리 1 대원보유 - 서정환

순간 접착제 1 대원보유 - 서정환

덕 테이프 1 대원보유 - 서정환

수선 테이프 1 대원보유 - 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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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고

서정환 | 등반부대장

1. 공동장비 국내 준비 품목

등
반
구

기
록
구

수
선
구

구분 품    명 규격 수량 보유 및 구입 사용 후 평가

작고 가벼웠으나 저온에서 예상보다 배터
리가 빨리 방전되고 BC ~ C2 사이의 교
신이 잘 되지 않았다.

개인 랜턴 분실 시 사용

랜턴용으로 리튬전지를, 무전기용으로 알카
라인전지를 준비했다.  무전기의 충전기 고
장으로 AAA 알카라인 전지를 BC에서 현지
대행사를 통해 조달하였으나 부족하였다.

기록 및 오락용으로 준비하였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였다.

각종 문서보관용으로 사용하였다. 20매 정
도면 적당할 듯 하다.

유성은 저온에서 잘 써지지 않는다. 젤타입
이 저온에서도 좋았다.

충분한 용량으로 문제없이 사용하였다.

개인 기록용으로 구입하였다.

개인 기록용으로 구입하였다.

삼중화 수선에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삼중화 수선에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건전지 국내 구입 및 현지

세부
계획서

내려놓고 공항으로 가기 전에 근처 마트에 가서 선물할 차와 커피, 초콜렛을 샀다. 공항으로 가서 한

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겨울보다 사람이 적다. 공항에서 호주여자를 또 만났다. 방콕을

경유해서 호주로 간단다. 잘 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졌다. 

탑승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오른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한국에 도착하겠지. 사실 무덤덤하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걱정되긴 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상에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나름 최

선을 다해 등반했으니 후회는 없다.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상에 대한 부담감이 생

기며, 이젠 더 열심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늦은 밤 인천에 도착해서 입국장에 들어서니 형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다. 형님들이 속속 도착하시

고 간단한 환영행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다. 우리를 위해 늦은 시간에 공항까지 나오셔서 반겨주

시는 형님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시다. 노량진의 횟집으로 이동해서 회를 배터지게 먹고 오름반실로

돌아왔다. 

지난 1년 반 동안 난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살아왔다. 지치고 괴로울 때에도 에베레스트 생각으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히말라야의 하얀 설산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라는 크고 거친 산을 열심히 올라야한다. 인생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살다보면 더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순간들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흰 산을 오

르던 서른 살의 봄을 돌아보며 힘을 낼 수 있길 바래본다.

등반기148



낙석, 낙빙 위험이 있는 구간(아이스폴, 로체페이스 등)에
서 필요하다.

다양한 용도로 잘 사용하였다.

다양한 크기를 구입하여 의약품 및  식량보

관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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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백 3 대원보유 - 서정환

담프라 박스 대형 2 국내 구입

김장비닐 대 20 보유

대 15

지퍼백 중 100 국내 구입

소 100

위생팩 2갑 국내 구입

랩 2 국내 구입

대 4

밀폐용기 중 6 국내 구입

소 10

손저울 1 보유

매직 3 보유

포장 테이프 5 보유

가위 2 보유

커터 2 보유

자물쇠 3 대원보유 - 서정환

케이블타이 20 대원보유 - 서정환

거울 1 남체 구입

치약 3 남체 구입

선크림 5 이창근 회원 협찬

피부보호 로션 4 이창근 회원 협찬

클렌징 크림 3 카트만두 구입

물티슈 20 반실

여행용티슈 12 국내 구입

책 다수 대원보유

외장 스피커 1 대원보유 - 서정환

태극기 2 국내 구입

산악회기 3 제작

후원사 깃발 다수

원정 팜플렛 다수 보유

온도계 1 남체 구입

포
장
구

위
생
구

오
락
구

기 
타

공동장비 및 식량 수송에 사용하였다.

항공화물 수송에 사용하였다.

카고백에 포장할 때 내부에  사용하였다.

카고백에 포장할 때 내부에  사용하였다.

수시로 덧발라야 하지만 운행 중에는  그러
기 어려웠다.

선크림을 지우는 데 잘 사용하였다.

카라반 중 분실하여 사용하지 못했다.

실수로 체온계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
었다.

많은 자유시간을 독서로 보냈는데, 읽기 쉽
고 다양한 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비고 : 취사, 막영구 등 현지대행사 (7 Summit Treks) 에서 대여

2. 개인장비 품목

헤드램프 1 예비 전지 포함

헬멧 1

스키고글 1

선글라스 1 카라반 및 등반 중 사용

등반용 배낭 1 60L 이상, 등반용

안전벨트 1

확보줄 2 데이지체인 or 자동확보줄

잠금 카라비너 2

카라비너 3

등강기 1

하강기 1

피켈 1 70~80cm

트래킹폴 2

텐트슈즈 1 우모

아이젠 1 설벽용, 안티스노우 포함

체인아이젠 1 C2까지 운행용

삼중화 1

카라반슈즈 1 가벼운 운동화 형태

중등산화 1

샌들 or 슬리퍼 1

수통 1 1ℓ이상, 커버포함

보온병 1

아미 나이프 1

등반용 스푼세트 1

시계 1

라이터 2 부싯돌형

카고백 1 80~100ℓ 

숄더백 1

선크림 1

등
반
구

운
행
구

구분 품    명 수량 규격 및 비고 등반 후 평가

대원 모두 LED제품을 사용했다.

고산등반용 가벼운 모델이 편리하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조작이 편리해야한다.

바람이 심할 때 유용하다. 안경착용자는 안경을 쓰고도
편한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등반용은 얼굴에 밀착되는 형태여야 눈은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

경사가 있거나 위험구간은 모두 고정로프가 설치되기에
거의 필요가 없다.

고정로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 (경사가 약한 구간) 운행
시  매우 유용하다.(협찬)

슬리퍼 형태 제품이었는데 BC에서 유용하게 사용했
다.(협찬)

2캠프 이상 등반시에 사용했다. 발이 시려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시내나 맑은 날씨에는 좋지만, 비나 눈이 올 땐 부적합하
다.(협찬)

수시로 자주 발라줘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카라반할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유용하다. 아이스폴 구
간 운행 시 체인아이젠과 함께 사용했는데 가볍고 편리
했다.

가벼운 슬링으로 자신에게 맞는 길이로 만들어 쓰는게
편리하다.

아이스폴 운행시 유용하다.

자외선 차단지수(SPF) 
50 이상



3. 막영구
베이스캠프에서는 본부텐트와 키친텐트, 화장실, 샤워텐트가 설치되었으며, 대원용으로는 1인당

Ortik사의 2~3인용 모델이 제공되었다. 대원텐트에는 에어매트리스가 제공되어 편안한 휴식을 취

할 수 있었다. 본부텐트에는 가스난로가 제공되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2캠프에서는 본부텐트

와 키친텐트가  제공되었는데, 키친텐트는 대행사의 다른 팀과 함께 사용하였다. 고소캠프에서는 대

원 2인당 1동의 텐트(Salewa, Ozark제품)가 제공되었는데, 정상시도 시에 3캠프 텐트가 파손되어

4명이 한 텐트를 사용하였다.

에베레스트 4캠프에서는 1동의 텐트를 5명이 사용하였으나, 캠프체류시간이 짧아 큰 불편은

없었다. 

4. 취사구
베이스캠프와 2캠프에서는 현지 스태프들이 준비한 주방용품과 식기 등을 사용하였는데 품질

좋은 제품들이어서 불편함이 없었다. 고소캠프에서는 Primus 가스버너와 가스, 코펠이 제공되

어 잘 사용하였다.

5. 산소장비
마스크 및 레귤레이터는 영국 TopOut제품, 산소는 러시아 Poisk제품이 제공되었다. 에베레스트

등반대원은 6통, 로체 등반대원은  4통의 산소가 제공되었다. 3캠프~4캠프 구간부터 산소를 사용

하였다. (의료부문 참고)

6. 전기장비
베이스캠프에서 낮에는 솔라(태양열충전기), 밤에는 발전기로 전기가 공급되었으며, 2캠프에서는

솔라를 사용하였다. 솔라의 성능이 예상보다 낮아 베이스캠프에서 낮에는 충분한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7. 장비 총평
공동장비 대부분을 현지대행사에서 준비하였기에 국내에서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번 원정대처럼 등반대원이 적을 때, 국내 활용도가 낮은 고산등반 장비는 최대한 현지에

서 대여하는 게 현명하다. 현지대행사에서 준비한 장비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긴 하였다. 많은 부분을 현지대행사에 맡기는 만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준비해야 하겠다.

개인장비는 대원보유장비와 노스페이스 협찬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구매 및 대여하였다. 대부

분 대원들이 평소 사용하던 장비들이라 큰 문제는 없었다. 

※원정대에 장비를 후원해 주신 오병주(내의, 79학번), 이창근(화장품류, 97학번) 회원님과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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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을 써야 입술이 타는 걸
막을 수 있다.

립크림 1

침낭 2

매트리스 1

쿨맥스 양말 5 두껍지 않은 것

모 양말 3

캡 모자 1

카라반 모자 1 챙 넓은 제품

비니 1

고소모 1

바라클라바 1

버프 2

파일장갑 2 (1) 일반 운행용

이너장갑 2

우모장갑 1 정상 시도용

등반용 장갑 1 GORE-TEX

막장갑 2

원피스 우모복 1 정상 공격용

우모 파카 1 베이스캠프 이상

우모자켓 1 카라반용

우모바지 1 베이스캠프 이상

윈드자켓 1 GORE-TEX

오버 트라우저 1 GORE-TEX

파일자켓 1

조끼 1 우모

등반용 셔츠 2 파일, 파워스트레치 제품

긴 티셔츠 2 쿨맥스

반팔 셔츠 3 쿨맥스류 제품

등반용 바지 2 (1) 파일, 파워스트레치 제품 

긴바지 1

반바지 1

고소내의 2 상하의 SET

속옷 3 쿨맥스류 기능성 제품

카메라 1 필름 or 메모리카드, 배터리

필기구 1 수첩, 펜

개인위생구 1set 칫솔, 면도기, 화장품 등

신분증(여권) 1

여권사진 3

기타잡구 1

운
행
구

기
록
구

기
타

우모로 충전된 제품이었는데 따듯하고 편했다.(협찬)

고소에서 사용했는데 따뜻하지만, 주머니가 적어 등반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협찬)

BC, ABC에서 작업시 유용하다. 현지고용인들에게 많이
필요하므로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슴까지 우모가 충전되어서 따뜻했다. 하지만 용변을 보
기 불편했다.(협찬)

잡주머니, 에어베개, MP3,
배터리  등

동계용 두꺼운 제품이었는데 무게가 좀 무거웠다.(협찬)

등반 초에 사용 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협찬)

정상 시도 시 사용했는데, 따뜻하지만 두꺼워서 장비 조
작이  불편했다.(협찬)

막
영
구

BC, high camp
1300g 이상

의

류



•현미녹차 -피부 미용, 비타민C 많음 

•옥수수수염차 - 고혈압 예방

•메밀차 - 고혈압 예방, 활성산소   생성 억제

•둥글레차 - 혈액순환과 불면증에 도움이 됨

3) 분말류

포카리스웨트, 선식, 보충제는 운행시   물에 타서 먹을 것이고, 카레 및 짜장가루는 베이스캠프에

서   별식으로 준비한다. 핫케익, 젤리는 베이스캠프용 간식으로 준비한다.

핫케익과 젤리는 간식으로 1끼 정도로 준비한다.   전지분유는 밥이 먹기 싫을 때 시리얼, 견과류와

함께 밥 대신 먹는다.

•포카리스웨트  : 74g에 280kcal. 1L

•선식  : 38g에 155kcal.   200~250ml

•파워터보탱크5000  : 100g에   380kcal 300~350ml, 안에 숟가락 있음

•짜장, 카레  : 100g에 4~5인용

•전지분유  : 15g에 120ml(45kcal)

4) 즉석식품

고소에서는 입술이 부르터서 매운 것을 못 먹으므로 덜 매운 음식으로 준비한다. 또한   고소식으

로 준비해가는 것이므로 high camp에서 없어서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종류별로 2끼씩 준비해 간다.

남는 음식은   베이스캠프에서도 먹을 수 있다.

5) 캔류

카라반 중에는 종류별로 2개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베이스캠프에 가져다 놓는다. 간식, 행동식

등 언제라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준비한다.

6) 건조식품

대부분의 식품들이 베이스캠프 이상에서 간식 또는 식사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베이스캠프로 바

로 보낸다. 곶감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서 베이스캠프에 가서는 망에 넣어 그늘에 두

어 관리한다. 삼계탕부재료는   닭 1마리에 하나를 넣어 끓인다.

7) 어패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준비한다. 네팔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남는  것보다는 모자란

것을 걱정하여 준비한다. 굴비의 경우 옛날처럼 바짝 마른 굴비를 준비한다. 자반고등어의 경우 이

미 다 손질해서 나온 제품을 구매한다.

8) 과자류

•행동식1=사탕, 젤리, 초콜렛 등

•행동식2=키커, 연양갱, 약과, 찰떡파이, 천하장사, 몽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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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량 준비
이번 원정대는 소규모인 까닭에 대행사에서 대부분의 식량을 준비하고 원정대에서는 별식과 고소

식만을 준비하였다. 처음에는 많은 양을 준비하였는데, 대행사에서 필요한 음식만 준비하라고 재차

당부하여 마지막에 대폭 줄였다. 식량 계획은 먼저 계획에 따라 고소식 몇 끼가 필요하고, 베이스캠

프에서는 몇 끼를 먹고, 2캠프에서는 몇 끼를 먹고 운행은 몇 일을 하는지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

다. 그 이후에는 타 원정대의 식량 계획을 참고해 필요한 것들을 정하고 수량을 정했다. 

2. 수량 산출 기준

1) 면류

봉지라면의 경우에는 2캠프 이하에서 먹는 점심의 수인 28번인데 이틀에 한번 먹는다고 가정하고

14끼+예비로 3끼 더해서 17끼를   준비한다. 대원의 컵라면의 경우에는 고소에서 먹는 점심 8끼+예

비로 6끼 더해서 14끼를   준비한다(한끼에 5봉지),  당면의 경우는 네팔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1kg

정도를 준비해 가고 소면의 경우에는  남체 이상까지 팔기 때문에 언제라도 살 수 있다.

2) 차류

2시간에 한잔의 차를 마신다고 가정하고 휴식일에는 6시간 잔다고 가정하면 인당 387잔의 차를

소비한다. 꿀은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으므로 꿀이 들어있는 차를 많이 사려한다. 유리병은 깨질 위

험이 있으므로 플라스틱통에 옮겨 담아간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 효능>

•생강차 - 혈액순환, 감기치료, 오심 진정

•유자차 - 피로 회복, 칼슘 공급, 감기 예방, 소화 불량

•모과차 - 가래, 설사, 소화불량 회복

•대추차 - 신경완화, 혈액순환, 호흡기 강화

•율무차 - 피로회복, 위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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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필 | 대원



(물)냉면 EA 14 0.161 2.254

둥지(비빔)냉면 EA 14 0.162 2.268

(컵)신라면 EA 6 0.065 0.39

(컵)오징어짬뽕 EA 6 0.067 0.402

(컵)튀김우동 EA 6 0.062 0.372

(컵)사리곰탕 EA 6 0.061 0.366

(컵)짜파게티 EA 6 0.07 0.42

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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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 행동식1은 시간당 하나, 행동식2는 두 시간당 하나를 먹는다고 계산했다. ‘청우종합모나

카’까지는  간식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미리 베이스캠프까지 보내고 나머지는 행동식용이기 때문에

1/3 정도는 가지고 간다. 사탕은 최대한 상쾌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정했다. 입에 넣고 운행시 너무

달면 목이 마르게 되기 때문이다. 껌은 개인별로 통을 준비해 다닌다.

9) 반찬류

입맛 없을 때 먹기 위한 용도이므로 베이스캠프까지 바로 보낸다.

3. 한국 구매 식량

1) 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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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2) 차류

맥심아라비카100 box(20입) 1 0.24 0.24

맥심화이트골드 box(20입) 1 0.236 0.236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box(20입) 1 0.23 0.23

헤즐럿믹스 box(20입) 1 0.24 0.24

모카골드 블랙믹스 box(20입) 1 0.054 0.054

생강차골드 box(15입) 2 0.18 0.36

대추차골드 box(15입) 2 0.18 0.36

호두아몬드 율무차 box(50입) 1 0.9 0.9

현미녹차 box(100입) 1 0.15 0.15

2.77

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3) 분말류

포카리스웨트분말 box(15입) 3 1.11 3.33

파워터보탱크 5000 딸기맛 통 1 1.5 1.5

파워터보탱크 5000 초코맛 통 1 1.5 1.5

6.33

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4) 즉석식품

3분 미트볼 2 0.15 0.3

3분 바베큐치킨 2 0.15 0.3

3분 데리야끼치킨 2 0.15 0.3

즉석 사골우거지국 3 0.058 0.174

즉석 미역국 3 0.066 0.198

즉석 북어국 3 0.056 0.168

즉석 육개장 3 0.058 0.174

1.614

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5) 캔류

자연산 골뱅이 5 0.3 1.5

고등어 5 0.4 2

국산 깐포도 10 0.4 4

7.5

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6) 건조식품

구운참진미오징어 5 0.2 1

황태채 5 0.2 1

북어채 5 0.22 1.1

한치오징어 봉 3 0.33 0.99

오동통살오른쥐포 5 0.16 0.8

청한우녹차육포 10 0.05 0.5

청해명가마른오징어 봉(20미) 1 1.9 1.9

구운김밥김 봉(20매) 20 0.05 1

바로불려요리하는 바로바로 미역 봉 3 0.12 0.36

바로바로 미역 봉 2 0.12 0.24

신선멸치 봉 1 0.17 0.17

건가지 봉 1 0.1 0.1

삼계탕부재료 팩(5입) 1 0.55 0.55

쑥우거지국용 건야채모음 봉 1 0.02 0.02

얼간이국용 건야채모음 봉 1 0.02 0.02

시금치국용 건야채모음 봉 1 0.02 0.02

곤드레된장찌개용 건야채모음 봉 1 0.02 0.02

된장찌개용 건야채모음 봉 1 0.02 0.02

볶음참깨 통 1 0.2 0.2

건홍합 봉 1 0.2 0.2

목이버섯 봉 1 0.06 0.06

무시래기 봉 1 0.1 0.1

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항  목 품      명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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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바라 봉 1 0.1 0.1

표고버섯 봉 2 0.07 0.14

울릉도취나물 봉 1 0.1 0.1

사각 다시마 봉 1 0.1 0.1

10.83

7) 어패류

추자도참굴비 두름(20미) 1 1.9 1.9

안동간고등어 골드 11팩 팩 1 1.54 1.54

코다리 팩 2 0.5 1　　　　

4.44

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8) 과자류

연양갱 팩(20입) 1 1.1 1.1

연양갱(군고구마+단호박) 팩(10입) 1 0.5 0.5

담미정왕약과 봉 3 0.45 1.35

2.95

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9) 반찬류

된장 통 1 0.5 0.5

콩자반 통 1 0.3 0.3

무말랭이 봉 1 0.2 0.2

1

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10) 그 외

알파미백반 20 0.4 4

알파미적반 20 0.21 4.2

5시간에너지엑스트라 (드링크) 박스(12입) 1 0.05 0.05

파워바(바나나맛) 박스(24입) 1 0.065 0.065

GU에너지젤(오렌지맛) 박스(25입) 1 0.05 1.25

Gu에너지젤(초콜릿맛) 박스(26입) 1 0.05　 1.25

파워바에너지젤(라즈베리 크림맛) 박스(27입) 1 0.041 0.041

0.156

항    목 단  위 수  량 중량(kg) 총중량(kg)

4. 2캠프 수송 식량 (기록 : 서정환)

PowerGel 1X 12

PowerGel 2X 9

GU gel 19

5-hour energy 10

양갱 25

껌 3

폴로 1

카라멜 1봉

칙촉 1박스

카스타드 1박스

포카리 스웨트 분말 6

파시코 분말 딸기맛 (200g씩 재포장) 6 1/2

알파미 적반 15

알파미 백반 5

3분요리 미트볼 1

3분요리 데리야끼 치킨 1

김 (20장) 2봉

부식 햄캔 6

닭가슴살캔 6

삼계탕 2봉

컵라면 12

육개장 4

사골우거지국 4

북어국 4

미역국 4

커피 30

호두 아몬드 율무차 20

대추차 10

생강차 15

현미녹차 25

현지녹차 30

육포 6봉

진미오징어 2봉

쥐포 2봉

한치 1봉

황도 1

깐포도 4

행동식

알파미

즉석국

차류

간식

총중량(kg) 44.072



9) 반찬류

된장은 현지에도 많아 좀 남았고, 무말랭이와 콩자반은 다 먹었다.

10) 그 외

알파미는 많이 남았고, 에너지젤류는 거의 다 먹었다.

6. 식량 총평

(유선필 | 식량담당)

대원들의 입맛이 까다롭지 않고 쿡도 요리를 잘해 식량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거의 매

일 저녁에 닭을 먹었는데, 카트만두에서 헬기로 싱싱한 닭을 운송하였다. 또한 가끔은 싱싱한

갈치도 헬기로 운송해왔다.   

(오영훈 | 대장)

원정등반에서 식량은 단순히 에너지 공급원이기를 떠나 매일 3회 이상 벌어지는 중요한 일과

로써 팀 전체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식량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반내용도 영

향을 받기도 한다. 원정이 종반으로 갈수록 대원들의 입맛이 까다로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번 원정에서는 그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본다.

본 원정대는 3명의 대원으로 소규모인 반면 베이스캠프 쿡은 십 수 년 한국 원정대에 참여한

베테랑인 두르바 라이를 고용했다. 2캠프에서도 역시 오랜 경험을 가진 치링 보테를 고용했다.

이들은 대원 누구보다도 조리에 관해 일가견이 있어 우리는 큰 걱정이 없었다. 예컨대 본대가

네팔 도착 전에 이미 김치 5종류를 미리 담아놓기까지 한 것이다. 또한 본 원정대는 현지대행사

에 식량 조달 등의 거의 모든 사항을 일괄 의뢰했기 때문에 이 역시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없었

다. 현지대행사는 우리팀 외에 다른 5개의 팀을 베이스캠프에서 함께 운용했기 때문에 수시로

헬리콥터, 야크, 포터 등의 수단으로 싱싱한 식재료를 운송해 왔으며 모자랄 경우 서로 융통해

서 사용하기 편했다. 심지어 이들은 베이스캠프에 바(bar)도 설치해 원하면 술도 쉽게 구해 마

실 수 있었다.

이렇게 현지대행사 및 현지고용인의 도움으로 식량 부문의 준비와 집행은 타 원정대에 비해

수월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고소식은 기호식에 가까워 본대가 직접 준비했다. 유선필 대원은 훌

륭하게 해당 부분을 준비했다. 

특기할 부분이 있다면 고소에서의 운행식에 관해서이다. 미국에서 구입해 간 파워젤(에너지

젤)과 5-hour energy drink를 요긴하게 사용했다. 파워바도 구입해 갔으나 딱딱해 대부분 먹

지 않았다. 파워젤은 약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약 50g의 무게에 120kcal를 음용 후 15분

후부터 45분 간 공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5시간 에너지 드링크는 마치 박카스와 비슷한 종류로

타우린 및 비타민 B군을 함유한 음료다. 

파워젤은 무척 사용이 편리하고 얼지 않았으며 효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 비교 제품은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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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량 품목별 평가

1) 면류

라면 같은 건 대행사에서 준비해 준다고 하여 없을 것 같은 냉면과 컵라면만 정동식 회원에게

협찬을 받아 갔다. 그런데 냉면도 현지에 있었다. 컵라면의 경우 보통 알파미와 같이 죽처럼 먹

었기 때문에 짜파게티는 별로 안 먹었고, 나머지 라면들은 골고루 먹었다.

2) 차류

오영훈 대장이 커피를 좋아해 커피를 종류별로 조금씩 사갔다. 나머지 대원들은 딱히 좋아하

는 차가 없어서 차를 조금씩 종류 사갔는데 현지 차가 입에 맞지 않아 한국차만 먹었더니 나중

에는 부족했다. 

3) 분말류

파워터보탱크의 경우 high camp 운행시 물에 타 먹으려 준비했으나 맛도 별로고, 점도가 높

아 먹지 않았다. 포카리스웨트를 그런 용도로 쓰려 했으나 베이스캠프에 두고와 포카리도 많이

남았다.

4) 즉석식품

High camp용으로 준비했으나 컵라면에 알파미를 주로 먹어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5) 캔류

골뱅이는 베이스캠프, 2캠프에서 무침으로 많이 먹었고, 깐포도는 3캠프까지 올려 간식으로

먹었다. 고등어는 먹지 않은 듯하다. 이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다는 걸 까먹어서이다.

6) 건조식품

황태채와 북어채는 국만 끓여먹었는데 미역국 등 국을 끓일 재료가 많이 많이 남았다. 김은 김

밥용 김만 가져갔는데 간이 되어 있는 김도 좋을 듯하다. 국용 건야채모음의 경우는 high

camp용으로 샀으나 2캠프나 베이스캠프에서 국 끓일 때 이용했다.

7) 어패류

굴비는 더 말려 진공포장하여 갔고, 고등어와 코다리는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팩을 넣어 가

져갔다. 그런데 카트만두 체류 시간이 길어지며 고등어와 코다리는 좀 상했다. 굴비는 쉴 때마

다 말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상했다. 고등어를 제외하곤 먹을 수가 없어 버렸다. 어떤 팀

은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와 낮에는 닫아 놓고 저녁에는 열어 놓는 식으로 식량을 관리하던데 좋

아보였다.

8) 과자류

양갱은 행동식으로 가져갔는데 양갱을 먹기보단 다들 에너지젤을 먹어 좀 남았다. 약과는 베

이스캠프에서 간식으로 먹었다.



심한두통 씨베리움 1일 1회 1정 12정

진통, 해열 타이레놀 1일 3~4회 1~2정 8정 94정 

암씨롱 1회 1정 3정 복용간격 4시간 이상 40정 

게보린 1회 1정 3정 복용간격 4시간 이상 40정 

펜잘 1회 1정 3정 복용간격 4시간 이상 40정 

아스피린 1일 3회 1~3정 105정 

종합 감기약 무스콜 1일 3회 식후 2정 151정 

기침, 가래 코데날 1일 3회 식후 2정 90정

설맹 오큐프록스 2차 감염 막아줌 3개 

인공눈물 히아루론 6개 

소화제 훼스탈 1일 3회 1-2정 35정 

소화효소제 엔터폴 1일 4회 1정 급성 세균성 설사 7정 

제산제 알마겔 1일 4회 2정 씹어먹음 36정 

배 속쓰림 씨트리드 1회 2정 4정 20정 

변비 둘코락스-엑스 1일 1회 2정 취침전 20정 

진토제 메카인 1회 1종 2회 30정 

지사제 정로환 1일 3회 식후 4정 45환 

종합비타민 라이프포스 1회 2정 360정 

영양제 비타민C 쏠라-C 1일 1회 5정 100정 

비타민C Solgar vitamin 300정 

입안 질병 오라메디연고 2개 

벌레 물림 베노플러스겔 타박상 2개 

피부 상처 후시딘연고 2개 

동상 동상연고 1개 

화상 실마진1%크림 1개 

진정제 우황청심환 6정

항생제 염증 곰실린 1일 3회 1정 30정

서울대학교 농생대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보고서 163

약간 불편하게 되어있고(개봉이 약간 어려움) 지방 함량이 약간 높았다. 정상공격 중에는 파워

젤을 주머니에 서너 개 휴대해 사용했다. 5시간 에너지 드링크는 그러나 4캠프 이후에는 얼어서

마시지 못했다. 뚜껑이 단단한 비닐덮개로 덮여 있어 장갑을 벗어야 하기도 했다.

*원정대에 식량을 후원해 주신 ㈜서울탁주(이승구 명예지도교수님, 장수막걸리 200병), 권태경 회

원(남부햄), 박상배 회원(진로소주, 맥주 340병), 김전암 회원(제주땅콩 ‘우도삼춘’ 10kg), 정동식

회원(농심냉면, 컵라면류), ㈜하림(삼계탕 100개, 닭고기캔 200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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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고

유선필 | 대원

구분 용   도 품  목 용    법 최대섭취량 비  고 총수량

1. 의약품목록

불면증,
신경안정

눈

감기



2. 의약품 평가 

1) 진통제 

각 대원들이 선호하고 또 효과적인 진통제의 종류를 알 수 없어 종류별로 대량 구입했다. 그러나

고소 캠프에서도 진통제를 사용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 타이레놀만으로도 충분하여 대부분의 진통

제가 남았다. 

2) 감기 

한 번 감기에 걸리면 5일은 앓는다는 생각으로 많은 양을 준비해갔으나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아

그대로 가져왔다. 기침약의 경우는 셰르파들 중에 기침을 하는 이가 있어 어느 정도 사용하였다. 

3) 안약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상용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4) 소화제 

소화제는 저녁식사를 과식했을 경우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 과식한 경우 등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역시 다량 남았다. 지사제는 배탈이 났을 때 조금 사용하고 나머지 약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5) 영양제 

영양제는 베이스캠프까지는 매일 먹었으나 고소캠프 이후로는 잘 챙기지를 못해 많이 못 먹었다.

그냥 식탁에 두거나 의료담당이 나누어 주는 식으로 약을 먹게 했는데, 그보다는 미리 스스로 습관

을 들여 개인이 매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6) 피부 

벌레가 있을 줄 알고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을 준비해 갔으나 봄 시즌에는 벌레가 없었다. 동상

연고는 정상공격시 사용했고 나머지 약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7) 기타 

안티푸라민을 소량 사용했다. 

3. 의료 총평 
전체적으로 많은 약이 남았다. 이는 대원들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여 입술도 트지 않고, 치질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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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부종 덱사메타손 1일 1정 20정 

폐부종 라식스정 1일 1회 1~2정 10정 

종합밴드 10개 

반창고(소) 1개 

종이반창고 1개 

밴드 대 8개 

밴드 소 22개 

드레싱 1개 

거즈 1개 

가위 1개 

안티프라민 1개 

과산화수소 30ml 1병 

압박붕대 2개 

반창고 1개 

고산병

외상 상처

※ 2캠프로 수송 의약품 목록 (기록 : 서정환)

덱사메타존 20 3 

라식스 20 5 

시베리움 12 5 

메카인 2 

정로환 24 

코데날 90 

무스콜 40 10

타이레놀 28 10 

아스피린 20 10 

내복약 암씨롱 10 4 

게보린 10 

펜잘 10 2 

훼스탈 10 2 

우황청심환 4 2 

돌코락스 10 

씨트리드 18 3 

종합영양제 60 

비타민C 60 

쏠라C 60

오라메디 1 

후시딘 1 

오큐프록스 3 2 

외용약 히아루론 14 5 

베노플러스 1 

실마진 1 

솔트액 1 

종  류 품   목 수  량 C3 이상 휴대 비    고

외용약 아이스에프 1 

반창고 1 

종이반창고 1 

외부의약품 1회용 밴드 다수 

거즈 1 

압박붕대 2 



가 크게 떨어지며 이는 뇌 활동과 직결되어 각종 운동능력 및 의식활동의 저하로 이어지는 급성고산

병이다. 고산등반의 통설은 폐부종의 경험이 있는 이는 차후 같은 고도에서 역시 폐부종이 재발한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 대원은 우여곡절 끝에 7100m까지 고소적응을 마친 뒤 휴식 후 로체 정

상등반에 나서 폐부종의 재발 없이 등정에 성공했다. 정상등반 시에는 7200m부터 충분한 양의 산

소를 사용했으며 유 대원의 체력은 일반적인 수준이다. 

유 대원이 산소를 사용한 7200m 이상의 높이의 등반은 본인의 소견으로는 별달리 특별한 의학적

사례는 아닐 것이다. 다만 해발 3800m, 5500m 각각에서 발생한 폐부종이 있었음에도 7200m까지

재발 없이 오를 수 있다는 분명한 사례가 된다 하겠다. 

본인은 2002년 최초 고소경험 당시 해발 4천미터에서 심한 고산병으로 체력소모가 컸다. 그러나 이

후 이어지는 등반에서 점차 심한 고산병을 앓지 않게 되었다. 이번 원정에서는 5500m까지 7일 만

에 올라왔음에도 별다른 고산증이 없었다. 

3) 고소적응능력 

고소의학계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산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특정한 작용기작은 따로 존

재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복합적인 과정이다. 즉 혈중산소포화도뿐만 아니라, 헤모글로빈의 산

소 운반능력, 폐활량, 심폐지구력 및 소화계 각종 기능 등등, 적은 양의 산소를 온 몸의 다양한 기관

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고소적응 능력이란 단순

히 ‘체질적으로 타고난다’라기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각종 기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4) 고소에서의 운동능력 

저산소 환경에서 운동능력을 높이는 것이 고산등반의 핵심이다. 고소의 환경을 되짚어보면,

1) 저산소로 인한 운동능력 감퇴도 있지만 

2) 체력 회복 속도의 감퇴도 뒤따른다. 고소에서는 가능한 체류 시간을 적게 하면서 필요한 등반을

완수하고 동시에 차후의 등반에 대비해 고소적응도 겸해야 한다. 즉 고소적응이 안 된 높은 고

도에서 빠르게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폐활량 및 심폐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나아가 주요 근육을 저산소에 노출시키는 훈련(인터벌 트

레이닝 등)이 필요한 것 같다. 

5) 인공산소를 사용하는 고산등반 

본 등반의 목적은 각 대원들이 목표로 하는 산을 등정하고 무사히 하산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무산

소 등반이 높은 등반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단 등정이 목적일 경우 적당하고 효율적으로 산

소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본 원정대가 사용한 러시아 Piosk사의 산소 1통은 분당 2리터로 사용할 경우 약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며 무게는 3kg 가량 된다. 이 산소통은 오늘날 고산등반에서 사용되는 가장 최신형

이다. 마스크는 영국의 TopOut 제품으로 이 역시 가장 최신형이고 기존 제품들보다 눈에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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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고, 감기 등 사소한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약을 사고, 얼마나 준비할 지 고민하

는 것보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급성고산병 의약품

의 경우 기존 원정대들이 준비했던 약을 따라 준비해서 가져갔더니 본인도 못 믿어 먹지 못하는 사

태가 벌어졌다. 급성고산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약을 구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4. 폐부종에 관한 유선필 대원의 의견 

1) 정의 : 폐포와 폐모세혈관의 기압차에 의해 폐모세혈관의 간질액이 폐포로 흘러들어가 폐포로 공

기가 잘 안들어 가고 공기가 들어가더라고 폐표면과 접촉이 안되어 온 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

는 현상 

2) 원인 : 폐내부의 압력이 급히 내려가거나, 폐모세혈관의 압력이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할 때

발병한다. 지난 겨울에 폐부종에 걸렸던 것은 몸 상태도 모르고 급하게 올라가서인 것 같고, 이번에

걸린 이유는 무리하게 힘을 쓰다 보니 폐모세혈관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인 것 같다. 

3) 치료 : 현지 병원에 물어보니 라식스는 좋지 않다고 한다. 병원에서 준 약은 폐모세혈관의 압력

을 낮추어주는 약이었다. 비아그라도 혈압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으니 어느 정도 치료제료도 사용

이 가능할 듯하다. 

5. 본 원정대 고소적응에 관한 오영훈 대장의 의견 

1) 고산등반에서 고소적응의 중요성 

경미한 고산증에서 두통, 식욕감퇴, 구토증 등의 고산병(2차)으로 이르게 되면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급격한 체력 감퇴로 이어진다. 고소에서는 체력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리며, 급격한 체력

감퇴는 전체 등반 일정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즉 저산소 환경 및 그에 따른 고산증은 누구나 접하는

것이되, 이를 고산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고산등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2) 대원들의 고소적응 과정 

서정환 등반부대장은 대원들 중 가장 좋은 고소적응 정도를 보여줬다. 즉 고도가 높아지면서 두통

이나 식욕감퇴 등의 고산병의 증세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해발 6천, 7천 미터 이상 등반 시 눈에 띄

게 등반속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충분한 고소적응 및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되는 5월 이

후의 정상공격 등반 중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 대원의 경우 빈혈 증세 및 낮은 시력 등 여러 핸디

캡이 있었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하더라도, 높은 고소적응 정도와 고소에서의 운동능력은 직접적

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유선필 대원은 로부체 동봉 훈련등반(3800m 후송) 및 이번 원정 초반(5500m 후송) 등 두 차례에

걸쳐 급성고산병인 폐부종(폐수종)을 앓았다. 폐부종은 폐의 삼투압의 이상 변화로 인해 폐세포에

물 분자가 들어차 폐포와 흡입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크게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혈중산소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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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비타민 

고소적응의 기본 기작은 피 속에 헤모글로빈을 더욱 많이 생성하는 것이다. 헤모글로빈 생성에

는 6종류의 비타민이 필요하다. 고산등반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어 종합비타민제(비타민C가 아닌)의 섭취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⑥ 카페인 

각성 효과를 일으켜 집중력, 운동능력 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본 작용은 혈관 수

축제로서 고소적응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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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소이용 효율성이 높고 

2) 고장 발생률이 낮아 보였으며 

3) 불편함이 적었다.  

본 원정대는 정상공격시 3캠프 체류시부터 산소를 사용했다(고소적응 기간에는 미사용). 대행사에

서는 에베레스트의 경우 대원별 6통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오영훈, 서정환 두 대원은 6통

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았다. 정확한 사용 개수는 분명치 않다. 로체 등반에 나선 유선필 대원에게는

4통의 산소가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그 역시 사용 개수가 분명치 않다. 

산소를 사용할 경우, 그리고 개인별 셰르파와 동행할 경우, 대원들은 본인이 현재 분당 몇 리터의

산소를 흡입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산소가 남았으며, 셰르파에게는 어느 정도의 산소 여

분이 있는지까지 가능하면 항시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공격 전 등하산에 소요되는 산소의

양을 예상하고 산소를 준비한다. 그러나 언제나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며 하산 중에는 산소가 모

자라 산소를 사용하고 올랐던 구간을 무산소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에베레스트 등반에는 산소 3통을 사용한다. [3캠프 출발~4캠프 도착 및 4시간

취침]에 1통, [4캠프 출발~발코니]까지 0.5통 사용한 뒤 발코니에 사용 중이던 산소통을 데포, [발코

니~정상~발코니]에 1통, 이어 [발코니~4캠프 및 소진시까지] 0.5통 등이다. 이에 여분으로 1통을

더 준비하여, 대원 별 4통이 통상 등반대의 경우다. 

6) 약물에의 의존 

고산증에 통상 사용되어 온 약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덱사메타손, 다이아목스, 라

식스, 씨알리스, 비아그라, 진통제, 종합비타민, 카페인 등등. 각각의 정확한 용례를 알고 적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고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제로서 폐부종 등 급성고산병에 일회적으로 사용한다. 최대 4ML 정도를 한 번에 복

용해야 하며 여러 번 복용하면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② 다이아목스 (아세타졸아미드) 

아급성기, 즉 상태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 사용하는 이뇨제다. 

③ 라식스 

강력한 이뇨제로서 폐에서 물 소리가 들리는 등의 급성고산병에 사용한다. 전해질이 소변으로

쉽게 배출돼 손발이 저린다. 

④ 비아그라, 씨알리스 

저산소 환경에서는 동맥이 확장되는 반면 정맥은 확장되지 않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

이 고산증의 일차적 현상이다. 비아그라(1~2시간 후 효능 발생), 씨알리스(10시간 후) 종류는

정맥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예방약으로 좋다. 단 잘못 복용해 부작용이 있을 경우

혈관수축제(편두통 치료제 등) 또는 카페인(진한 커피)을 섭취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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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필름은 1통 당 24~36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촬영 시 매수에 대한 계

획도 필요하다.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짧은 비디오 클립을 여러 편 촬영했다. 별도로 동영상 촬영

전문 기기를 준비하거나 및 영상 촬영 계획은 없었다. 영상기록을 위해서는 장비준비, 관리, 실제 촬

영, 편집 등등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본 원정대는 그를 위한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촬영기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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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은 언뜻 보기에 등반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행위 같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사진 분

석 등 등반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반 중 또는 등반을 마친 뒤 사진을 통

해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행위 또한 등반의 한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 명의 등반대원은 사진촬영 위주의 카메라를 1~2대 씩 휴대하며 촬영에 임했다. 각자 디지털카메

라를 1대 씩, 오영훈 등반대장은 슬라이드 필름 카메라를 1대 휴대하여 사용했다. 전문적인 촬영 기

술을 익힌 사람은 없으며 아무도 DSLR 카메라를 준비하지 않았다. 즉 등반의 기록 이외에 풍광을

담는 것 등은 촬영의 주요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힘든 등반 중에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촬영의 어려움을

짚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사진을 찍으려면 일단 ‘사진을 찍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고된 등반에 몰입해 있다

보면, 평소 촬영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물론 사진을 자주 찍던 이들도 그런 생각 자체가 쉽게

떠오르지 않곤 한다.

2) 사진을 찍으려면 등반을 멈춰야 한다. 등반에도 ‘리듬’이라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등반을 멈

추게 되면 그런 리듬이 끊긴다. 리듬이 끊긴다면 체력, 등반진행상황 등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 같다. 

3) 휴식을 취할 때에만 사진을 찍으면 등반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을 수 없다.

4) 미튼 또는 두터운 장갑을 착용했을 경우 이를 벗어야 한다. 기온이 낮거나 악천후 시 장갑을 벗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주 추울 경우에는 급격한 동상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5) 카메라를 꺼내기 쉬운 곳에 지참하고 자주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낭 헤드에 넣

어 놓은 카메라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 ‘늦었다’고 생각해 카메라를 꺼내지 않으면 어쨌든 사진을 못 찍는다. 언제든 카메라를 꺼내면

어떤 장면이든 간에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7) 배터리, 저장매체, 필름 등의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온의 고소에서 등반이 지

속될 경우 사전에 훈련을 통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 여부는 많

은 고산등반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저장매체는 최근에는 넉넉한 용량이 사용되므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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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보고

오영훈 | 등반대장

Olympus XZ-1 8gb, 4gb SD카드 각 1개 배터리 충전식 약 2000매/약 14GB

오영훈 Minolta Freedom C3 이상 촬영/ 108매(3롤)/

Zoom Explorer 35mm 배터리 충전식 이중 16매 고화질 스캔

서정환 Panasonic DMC-FS36 8GB SD카드 1개 배터리 충전식 648매/2.01GB

유선필 Samsung MV800 4gb mini-SD 카드 1개 배터리 충전식 927매/5.25GB

기타 노트북에 수시로 백업

이름 기종 저장매체 비고 총 촬영매수/용량

슬라이드 필름 36매 X 5롤

촬영된 사진들은 귀국 후 각종 홈페이지 공지, 언론, 사진전시회, 액자제작 등에 사용되었다. 이들

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사진들을 열거하면 베이스캠프의 단체사진, 베이스캠프~1캠프 구간의 아

이스폴지대 등반사진, 3캠프 로체페이스 구간 등반사진, 3캠프~4캠프 병목현상 사진(동아일보

2012년 6월 27일자 1면), 정상사진 등이다. 

이중 확실히 슬라이드 필름 카메라(광각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이 같은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

영했을 때보다 월등히 화질이 좋았다. 사진전시회, 액자제작 등에는 대부분 슬라이드 필름 사진을

이용했다. 자동 필름 카메라는 조작이 간편하고 배터리 문제도 덜 신경이 쓰이는 장점이 있다. 번거

롭더라도 등반 중 촬영을 잘 할 수 있는 대원이라면 디지털카메라와 병행하여 휴대하는 게 좋은 장

면을 놓치지 않는 데에 좋을 것이다.

한편 13명의 지원조도 각자 다양하고 많은 사진을 찍었다. 이를 모두 취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여럿 있었으나 현실적인 문제(웹하드 구축 등) 및 필요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다만 본 보고서 뒤편 지원조 후기 란에 몇 컷 삽입되었음을 알린다.

이외에 박영배 회원(64학번)이 발대식, 공항입국장면, 해단식 등등에서 촬영을 담당해 국내 활동에

대한 좋은 기록이 되었다. 특히 슬라이드 필름 관리 및 인화, 스캔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 좋은 지침

이 되었다.

<보관>

등반종료 후 파일들은 공용 외장하드에 백업 후 보관(오영훈) 중이다. 그러나 오영훈의 개인소유

외장하드를 귀국 후 분실하여 오영훈이 촬영한 정상등반 당시 이후 귀국까지 약 10일에 걸친 사진

은 분실되었다. 또한 슬라이드 필름도 배송 중 사고로 인하여 분실됐다. 다만 1차 스캔한 파일과 고

화질 스캔 파일은 디지털화 하여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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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내부 모금액의 비중이 높아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물품지원으로 2,60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브랜드 산악용품, 이승구 전 지도교수, 김정호,

권태경, 오병주, 박상배, 김전암 회원의 물품지원과 (주)하림의 식료품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발대

식에 이인정 대한산악연맹회장, 전병구 한국산악회장, 이명규 한국대학산악연맹회장, 이돈구 산림

청장, 조용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성기학 골드윈코리아 대표이사께

서 화환을 보내주시어 축하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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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베레스트 등반 경비 및 물품 모금 현황

에베레스트 등반 경비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모금하였다. 1단계는 2010년 11월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진행한 에베레스트 등반 추진위원회 경비 모금이다. 30명의 회원과 1명의 명예회원이 참여하

여 총 480만원을 모았다. 이 경비는 주로 에베레스트 등반 추진을 위한 일반 경비와 등반대 훈련비

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모금이었다. 회원별로는 10만원 정도를 후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에베레스트 등반 추진위원회 재무위원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경비의 입출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산악회 명의의 법인 통장과는 별

도로 개설한 것이다.

그리고 2단계는 2011년 10월부터 개시하여 2012년 6월까지 진행한 에베레스트 원정대 경비 모금

이다. 에베레스트 원정 계획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원정대 경비 모금이 착수된 것이다. 목표액은

최소비용인 2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 2억 3,670만원이 모금되었는데 목표액을 초과한 것이다. 이

금액에는 회원 95명이 1억 4,490만원, 명예회원 3명이 1,520만원, 인광장학기금 486만원, 거성장

학기금 400만원, 서울대 농생대 정윤환 동창회장이 1,500만원, 서울대 농생대 이학래 학장 외 교수

3명이 180만원, 서울대 졸업생 7명이 193만원, 서울대 발전기금 500만원, 서울대 교수산악회가

100만원, 그리고 기업 협찬이 4,200만원, 기타 101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업협찬은 대학산

악연맹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 형태로 받아 산악회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전달받았다. 또한 서울대 발

전기금 등 외부 후원금은 산악회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직접 입금받기도 하였다. 이는 협찬 기업들에

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서울대 등 공공법인과 협찬기업들에게 공

식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회원 100명이 1억 4,960만원, 명예회원 4명이 1,530만원, 인광장학기금 486만원,

거성장학기금 400만원, 외부가 6,774만원을 납부하여 총 모금액은 2억 4,150만원이 모였다. 모금

된 금액에서 회원, 명예회원, 인광장학기금 및 거성장학기금에 의한 내부 모금액은 1억 7,376만원

으로 전체 모금액 2억 4,150만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 모금액의 비중은 28%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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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 재무위원
(1) 회원 모금 현황 (단위 : 만원)

61 전양 100

김만식 10

62 진교춘 10

장인국 300

김광한 500

63 설명춘 10

홍순일 30

이일남 50

64
안상원 100

박영배 110

이종석 100

조남인 100

현중섭 2,100

안국전 300

65
권태경 240

정성교 50

이선용 300

장낙필 100

허길행 1,000

우종욱 100

67 한상봉 1,029

김동환 100

안종건

장경철

68
홍재훈

310
김재봉

동영수

윤수철

서윤섭 410

69 김윤기 50

위부성 50

학번 성명 금액

정진항 100

69 김성수 510

정진세 110

70 박창규 60

71
심상열 100

김용득 50

허정회 60

72 박상준 300

구자란 1,200

73 손희영 10

이대희 50

74
류호정 100

김창진 50

김성민 50

최태환 30

75 박완수 500

정영일 100

김대현 50

박승환 110

76 하충완 60

김춘자 100

권영한 50

77 김태용 96

이경학

최돈하

이생근

78
이원형

580
최만엽

한응수

신충국

김성수

학번 성명 금액

79
오병주 210

강현규 810

80
이승환 500

정동활 110

81
박시한 100

권혁민 100

82
김덕진 10

박순식 50

83
구경모 50

강치선 50

이양주

배병수

문병인

84 천영훈 150

김영현

임병천

이성우

85 박범진 150

86 신구택 30

노수경

87 정철의 210

김기홍

윤성수

88
김성호

200
허환준

이춘석

90 문두환 25

김창환 25

91 강석민 25

김형익 25

92 안정현 25



후원자 후원 물품

합계 : 1,5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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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성명 금액

93 김전암 30

97 이창근 50

02 서정환 5

학번 성명 금액

정재호 10

김동환 15

04 김태진 5

학번 성명 금액

10 유선필 5

합계 : 1억 4,960만원

성 명 금 액 비  고

이승구 1,000 전 지도교수

이상규 20 홍성산꾼

성 명 금 액 비  고

이행숙 500 고 강신영

고 최진호 10

(2) 명예회원 (단위 : 만원)

(3) 서울농대산악회 장학기금

- 인광장학기금  : 486만원

- 거성장학기금  : 400만원

(4) 외부 개인 후원자 (단위 : 만원)

03

합계 : 2,574만원

성 명 금 액 비  고

정윤환 1,500 서울대 농생대 동창회장

서울대 500 서울대 발전기금

서울대 100 서울대 교수산악회

이학래 100 서울대 농생대 학장

이전구 53 재미 서울대 졸업생

진조자 50 서울대 졸업생(65학번)

류관희 50 서울대 농생대 교수

신혜선 30 서울대 졸업생(83학번)

하종규 20 서울대 농생대 교수

정연목 20 서울대 총산악회(미대)

기타 21

성 명 금 액 비  고

문동준 서울대 졸업생(70학번)

유용성 50 서울대 졸업생(71학번)

안효진 서울대 졸업생(84학번)

김두철 20 고등과학원장

이오봉 17

조규배 10 서울시 연맹회장

유주면 10 인천대 졸업생(82학번)

노재선 10 서울대 농생대 교수

조현우 10 서울대 농생대 전 행정실장

배현기 3 서울대 공대

합계 : 4,200만원

(5) 기업 협찬(현금) (단위 : 만원)

기 업 명 금 액 비  고

노스페이스 1,500

야미푸드 1,000 손희영 협찬 지원

서울탁주 1,000 이승구 협찬 지원

기 업 명 금 액 비  고

서원준(67학번) 협찬

이선영 회원 협찬 지원

셀트리온 제약 200 서윤섭 회원 협찬 지원

(6) 물품 지원

노스페이스 2,600만원 상당의 산악용품 

이승구 교수 서울탁주(장수막걸리) 200병

김정호 회원 T 셔츠 100벌

권태경 회원 햄

후원자 후원 물품

오병주 회원 고소용 내의 상하 20벌

박상배 회원 소주 100병, 맥주 240병

김전암 회원 땅콩 10kg

(주)하림 삼계탕 100개, 닭고기캔 200개

대표자 소속 및 직위

(7) 발대식 행사 화환

이인정 대한산악연맹회장

전병구 한국산악회장

이명규 한국대학산악연맹회장

조용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대표자 소속 및 직위

이돈구 산림청장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성기학 골드윈코리아 대표이사

2. 에베레스트 등반 경비 지출 현황

에베레스트 등반 경비는 크게 훈련비, 일반경비, 로부체 동봉 정찰등반비, 에베레스트 및 로체 등

반비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훈련비로는 134만원, 일반경비로는 1,664만원, 로부체 동

봉 정찰 등반비로는 1,551만원, 에베레스트 및 로체 등반비로는 1억 7,324만원이 사용되었다. 사용

된 금액은 총 2억 673만원이다. 에베레스트 및 로체 등반비 1억 7,324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본 등반비인 1억 7,324만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비는 현지 등반지원회사에 지출

한 경비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지 등반지원회사에게 USD94,000을 3차에 걸쳐 (주)유라시아트렉을

통해 송금하였으며 현지에서 등반대가 잔금 USD5,000을 직접 지불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행사인

(주)유라시아트렉에게는 25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하였다. 또한 등반대 3인 항공비로 5,499,100원

이 지출되었다. 트레킹 비용, 즉 총 인원 13명의 베이스캠프 방문단 비용으로 4차에 걸쳐 3,841만원

이 (주)유라시아트렉에 송금하였다. 그리고 화물이 많아 30만원의 항공화물료가 발생하였다.

등반대에게는 국내에서 식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5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네팔에서 사용할 경비

로 USD16,220을 환전하여 인천공항에서 직접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은 별도로 정리되

어 있다. 등반대는 귀국 후 이에 대한 정산을 에베레스트 등반 추진위원회 재무위원에게 하였는데

한화 65,955원과 USD 3,416을 잔금으로 반납하였다. 

합계 훈련비 일반경비 정찰등반비 본 등반비

20,673(100%) 134(0.7%) 1,664(8.0%) 1,551(7.5%) 17,324(83.8%)

(단위 : 만원)

(주)세전 500



1. 에베레스트 및 로체 등반대 예산

에베레스트 및 로체 등반대에서 사용할 국내 비용 및 현지 비용에 대한 예산을 아래와 같이 책정하

여 원화 5,000,000원, 미화 16,220달러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원화 예산에서 의료비를 책정하지

않았는데 실제 지출 금액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급받은 원화와 미화가 실제 사용

에 부족하지 않아 등반대에서 경비로 인한 불편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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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 등반 경비 지출에 있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임원진, 산악회 회장을 포함한 현 집

행부 임원, 그리고 회원 등이 사용한 정성어린 소소한 금액들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기한다. 특히

현중섭 부단장께서 기꺼이 내어주신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사용 경비는 무료이었음을 밝혀둔다. 잔

금으로 남은 3,477만 원은 에베레스트 등반 보고서 발간, 산악회 50주년 기념집 발간 등의 경비와

산악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잔금은 산악회 회비 계좌로 입금시켜 향후에

는 현 집행부 재무위원이 직접 관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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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환 | 둥반부대장

예산 항목 예산

원화 국내 장비 구입 ￦1,617,000

국내 식량 구입 ￦3,085,580

훈련비 (저압저산소 훈련) ￦240,000

기타 준비 비용 ￦57,420

합계 ￦5,000,000

미화 현지 구입 장비 및 식량 $500  

셰르파 정상보너스 $4,000  

쿡/키친보이 보너스 $700  

카트만두 매식비 $720  

통신/데이터료 $300  

현지대행료 잔금 $5,000  

기타 비용/예비비 $5,000  

합계 $16,220

2. 에베레스트 및 로체 등반대 회계 내역

에베레스트 및 로체 등반대는 지급받은 원화와 미화를 국내 및 현지 등반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국

내에서는 원화를 사용하였고, 네팔 현지에서는 달러 및 달러를 루피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 네팔에

서는 달러와 루피를 함께 사용하고, 대원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회계내역이 복잡하지만,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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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 순으로 기록, 추후에 항목별로 정리하여 정산하였다. 네팔의 물가는

한국보단 전반적으로 낮지만, 공산품, 의료비 등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 특히 쿰부히

말라야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 등반대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등반대에서

작성한 세부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출 내역은 식량, 장비, 훈련, 의료, 교통, 촬영, 행

정, 인건비,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등반대 경비 잔액은 원화로 65,953원, 미화 3,416달러가

남아 추진위원회 재무위원에게 반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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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08일 식량, 장비, 훈련비 등 경비 ￦5,000,000 

03월 30일 네팔 현지 등반비 $16,220

03월 31일 $1,000 환전 ($1=Rs.80.38) Rs. 80,360 

04월 01일 루피 환전 ($1=Rs.80) - 서정환 $100

04월 06일 루피 환전 ($1=Rs.80) - 오영훈 $12

04월 12일 루피 환전 ($1=Rs.80) - 강현규 $100

05월 22일 병원비 거스름돈 Rs. 1,928 $22.16 

05월 23일 $500 환전 ($1=Rs.87.43) Rs. 43,750 

05월 25일 루피 환전 ($1=Rs.87.43) $249

06월 25일 루피 잔액 환전 ($1=Rs.90) - 오영훈 $20 Rs. 1,823

합계 $16,701 Rs. 126,038 ￦5,000,000

일 자 수입 내역 달 러 루 피 원 화 비  고

(1) 수입 내역

03월 08일 미국식량 (파워바, 에너지젤) ￦292,629 $1=1,150원으로 지출

식량구입 (이마트) ￦481,950 

03월 15일
식량구입 (포카리분말) ￦43,780 

식량구입 (롯데마트) ￦89,200 

식량구입 (파시코) ￦165,200 

03월 18일
식량구입 (이마트) ￦117,420 

간식 및 저녁식사 ￦50,740 

03월 21일
점심식사 ￦15,000 

식량 저녁식사 ￦32,500 

03월 24일 알파미 ￦204,000 (주)유라시아트렉 구매

03월 29일 생선 구입 ￦60,000

03월 30일
저녁식사 (5명) - 네팔 식당 Rs. 960 

생수 6 Rs. 180 

술 구입 $100

03월 31일
술 구입 Rs. 1,360 

생수 2 Rs. 60 

저녁식사 (5명) - 빌라 에베레스트 Rs. 3,704

항목 일 자 지출 내역 달러 루피 원화 비  고

(2) 지출내역

간식 (아이스크림, 애플파이) Rs. 400 

04월 01일
생수 6 Rs. 120 

점심식사 (2명) 
Rs. 467

- Hotel Gangjong

04월 02일
생수 3 Rs. 60 

점심식사 - 오영훈 Rs. 100 

04월 03일
생수 4 Rs. 80 

맥주 4 Rs. 700 

비닐 3, 커피 Rs. 465 

식량 04월 04일 점심 - 오영훈 Rs. 465 

저녁 - 오영훈 Rs. 567 

행동식 구입 - 남체 Rs. 2,750 

04월 05일 저녁식사 (오영훈) - 경복궁 Rs. 385 

커피 Rs. 85 

05월 04일 점심식사 (5명) - 로부제 Rs. 2,600 

05월 08일 점심식사 (4명) - 두클라 Rs. 2,450 

05월 09일 차 - 로부제 Rs. 150 

05월 24일 음료 Rs. 400 

소계 $100 Rs. 18,508 ￦1,552,419

03월 15일 외장하드 (500G) ￦97,350

03월 18일 장비구입 (이마트) ￦85,440

03월 20일 담프라 박스 2 ￦28,000 

03월 24일 무전기 ￦840,000

03월 29일
건조망 ￦13,000

장비 밀폐용기 ￦21,250

03월 31일 클렌징 크림 3 Rs. 588 

04월 07일 노트 6, 치약 3, 솔 - 남체 Rs. 3,000 

05월 23일
에베레스트 관련 도서 구입 Rs. 10,550 

대원 단체 티셔츠 3 Rs. 6,597 

소계 $0 Rs. 20,735 ￦1,085,040

03월 08일 경희대저압저산소훈련(4명, 8시간) ￦240,000 

훈련 03월 22일 아침식사 - 경희대 ￦12,000 

소계 $0 Rs. 0 ￦252,000

산소포화도측정기
￦40,193 $1=1,150으로 지출

(FingerPulseOximeterSM-110)

03월 08일 미국구입의료(대용비아그라90) ￦93,116 $1=1,150으로 지출

의료 1차 구입 ￦191,270 

의료 2차 구입 ￦144,000

의료
04월 27일

병원비 (페리체) - 유선필 $55

병원비 (루클라) - 유선필 $50

05월 22일 병원비 (카트만두) - 서정환 $177.84

05월 23일 병원비 (카트만두) - 서정환 $250

05월 26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77,800

약값 - 서정환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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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30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2,700

05월 31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573,400

약값 - 서정환 ￦13,300

06월 07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2,700

약값 - 서정환 ￦10,000

06월 08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32,560

의료
06월 13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33,100

06월 14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4,200

06월 18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4,200

06월 19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246,560

06월 20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4,200

06월 25일
병원비 (서울) - 서정환 ￦2,700

약값 - 서정환 ￦12,300

소계 $532.84 Rs. 0 ￦1,496,099

03월 12일
택시비 - 노스페이스 물품 운반 ￦9,400 

택시비 - 이마트 구입 물품 운반 ￦9,700 

03월 26일 택시비 - 발대식 ￦4,900

03월 29일 택시 - 생선 운반 ￦4,600

택시 - 스와얌부나트 왕복 $20

03월 31일 택시 2회 Rs. 200 

택시 Rs. 150 

교통 04월 01일 택시 - 부다나트 왕복 Rs. 600 

04월 05일 택시 (관광성) Rs. 300 

05월 22일
시내교통이용 (릭샤) $20

택시 Rs. 300 

05월 23일
택시 Rs. 200 

릭샤 Rs. 150 

05월 24일 헬기 (남체 ⇒ 루클라, 4명) 비용 $500

소계 $540 Rs. 1,900 ￦28,600 

촬영
03월 09일 미국 구입 슬라이드 필름 5 ￦37,939 $1=1,150으로 지출

소계 $0 Rs. 0 ￦37,939 

03월 22일 퀵서비스(항공화물운반) ￦60,000

행정
03월 24일 네팔 비자 비용 ￦420,000 (주)유라시아트렉

05월 24일 세븐서밋 잔금 지불 $5,000

소계 $5,000 Rs. 0 ￦480,000 

04월 12일 포터 팁 (2명) Rs. 2,000 

05월 24일 현지 고용인 보너스 지급

나텐지 - 에베레스트 등정 $1,200

밍마 - 로체 등정 $1,200

인건비
누르부 - 에베레스트 등반 (미등정) $700

텐디 - 에베레스트 등반 (미등정) $700

두르바 - BC 쿡 $500

츠링 - ABC 쿡 $500

키친' 텐디 - BC 키친보이 $200

소계 $5,000 Rs. 2,000 0

03월 29일 노스페이스 계약서 등기 ￦1,950

루피 환전 ($1=Rs.80.36) $1,000

03월 31일 스와얌부나트 입장료 (4명) Rs. 800 

프린트 Rs. 539 

04월 01일
부다나트 입장료 (4명) Rs. 600 

$100 환전 ($1=Rs.80) - 서정환 Rs. 8,000 

04월 05일
Ncell 충전카드 구입 - 남체 Rs. 2,100 

$12 환전 ($1=Rs.80) - 오영훈 Rs. 960

04월 12일 $100 환전 ($1=Rs.80) - 강현규 Rs. 8,000 

04월 15일 라마제 Rs. 2,000 

04월 27일 선필 하산비 정산 Rs. 11,150 

05월 05일 롯지 - 딩보체, 1박 3식 Rs. 7,140 

05월 07일 롯지 - 페리체, 2박 Rs. 5,040 

기타 05월 08일 롯지 - 페리체, 1박 3식 Rs. 8,690 

05월 09일 로부제 롯지 1박 $20

05월 22일 병원비 거스름돈 (루피로 받음) $22.16

05월 23일 루피 환전 ($1=Rs.87.43) $500

나가르코트 & 박타푸르 
Rs. 3,300 

05월 24일 입장료 (3명)

해설사 Rs. 600 

호텔 추가비용 Rs. 311 

05월 25일
복사비용 Rs. 60 

$249 환전 ($1=Rs.87.43) Rs. 21,782 

선물 구입 (기내 면세점) $370

06월 08일 중섭형님 정산 $200

06월 25일 루피 잔액 환전 Rs. 1,823 $20

소계 $2,112.16 Rs. 82,895 ￦1,950

총합계 $13,285.00 Rs. 126,038 ￦4,934,047

지출 후 잔액 $3,416.00 Rs. 0 ￦65,953



“하고 싶은 것을 해라”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모든 2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라. 정작 젊은 날에

는 뭐가 하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지난날 산에 다녔던 것이 과연 나의 하고 싶었던 것, 올곶은 선택

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그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있다. 과거를 후회

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지금껏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도교수와 상의한 끝에 등산 가이드로 알려진 네팔의 셰르파족을 연구하는 게 학위논문

감으로 좋겠다고 결정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우리 산악회의 에베레스트 등반이라는 기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거양득(一擧兩得)이라고 말하면 쉬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로 두 개’를 얻는다고? 에베레스트 등반으로 인류학과 등산 두 가지를 한다? 나는 이

해할 수 없는 표현이다. 나에게 인류학(전공)과 등산(취미)은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

람은 뇌가 두 개가 아니며 펜을 쥔 손과 바위를 쓰다듬는 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 오르는 산
과연 이 등반은 누구의 것일까? 수많은 산악회 선배님들, 특히 현중섭 단장대행님, 서윤섭 사무총

장님, 정성교 훈련대장님, 김성수 기획위원님, 김태용 재무위원님 및 이승구 명예지도교수님 등등

께서 이 원정을 적어도 나보다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다. 나는 원정 출발 일주일 전에 귀국

해, 그야말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다. 산을 오르는 일은 등반대원 세 명이 했다. 그러나 귀

국 후 온갖 주목과 관심은 우리가 다 받았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너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내 통장에 있는

두 달여에 걸친 등반의 이야기를 몇 쪽에 옮겨 적는다는 것은 큰 왜곡이 분명하겠지만, 도대체 그

렇다면 얼마나 많이 적어야 그 경험의 간절함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일까? 이미 1930년대에

무산소로 홀로 에베레스트 8600m까지 올랐던 영국의 프랭크 스마이드는 “당신은 왜 산을 오르는

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등산가는 오직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 녹아 있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대답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환과 유선필의

일기가 그런 대답에 갈음하기를 바란다.

다들 성공적인 원정이었다고 축하를 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원정이 결코 기쁨만으로 기억되지

는 않을 것이다. ‘짙은 경험’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를 찬찬히 회상할 때면 기쁨이나 아

쉬움, 슬픔, 또는 온갖 감정이 매번 색다르게 배어 나온다.

즉 등산이란 단순히 산에 오르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에베레스트를 오른 지 이

미 두 달이 가까워지는 지금, 나에게 지난 에베레스트 등반은 다시금 새로운 불꽃이 되어 저 앞에서

반짝이고 있다. 나에게 등산이란,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마치 산을 처음 오르는 때와 큰 차이가

없다. 반대로 여기 몇 자 글로 써 놓았다고 해서 이렇게만 등산이 기억될 것은 아닐 것이다.

왜 에베레스트에 갔을까
학부 시절 대학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동시에 등산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등산은

‘노는 것’이고, 세금을 받아먹은 서울대학생이라면 무언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전념해야하지

않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미 등산을 그만둘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끌

려 에베레스트 등반을 갔었고, 그 등반을 통해 인류학 석사학위 논문을 히말라야 등반에 관한 주제

로 써서 제출했다. 그의 연장으로 미국 유학까지 오게 됐다.

그때까지 나는 운이 좋았다. 산악회 40주년 기념등반으로 2002년의 텐트피크와 임자체를 모두 참

가해 정상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다. 뒤이어 이런 저런 단체의 원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산악회 후배

들과 함께 조그만 원정을 몇 번 꾸리기도 했다. 나는 소위 ‘진골’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쉬운 예로 선배님들께 손을 벌리면 언제든 원정자금은 큰 걱정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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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게는 그 큰 산에 정열을 쏟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 명은 그 산의

높이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정대의 대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산과 개인의 독대(獨對) 그 이상이 되는 것이다.

등반의 경험은 공동의 작업이 되는 것, 우리는 이를 팀워크를 발휘한다고 말한다. 팀워크란, 두 가지

로 나눠 보자면 첫째는 서로가 잘 어울려 교감이 잘 되는 것을 말하겠다. 둘째는 업무적으로 효율성

을 가져오는 조직력을 일컫기도 할 것이다. 첫 번째에 관해, 누구든 서로 간에 완벽히 잘 지낼 수는

없으며 누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결점이라 할 만한 부분이 있다. 등반대 내의 인간관계란 이런 점

을 헤쳐 나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프랑스 산악인 가스통 레뷔파가 한 말은 그야말로 명언이다.

“산정(山亭)의 아름다움, 공간을 넘나드는 자유, 그리고 그토록 새롭게 다가오던 부드러운 대자연마

저도, 산친구와의 진정한 우정 없이는 무미건조한 것이다.”

이 첫 번째 팀워크에 관해, 원정 후반으로 갈수록 아쉬운 부분들이 남는다. 서로 잘 조화를 이뤄줄

만한 무엇인가가 부족했다. 인원이 적었던 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즉 효율성에 관해서도 반성할 점이 남는다. 세 명의 대원들은 각기 부족한 경험으로

큰 원정에 참여해야 했다. 고된 등반에서 팀의 운영에 여력을 쏟기 어려운 상황도 잦았다. 셰르

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몰랐었던 탓도 있다. 각 분야별로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 등반대 구성의 책임을 맡은 본인이 미국에 머물며 준비에 참여하지 못했던 까닭이 클

것이다.

사고
등정 후 내려와 만난 2캠프에 남아있던 충남고팀의 김진성형이 전해준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정

상공격 중 두 명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4캠프의 다른 팀 셰르파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으나 다들 모두

자기 팀의 대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손을 내젓는다. 일기예보에는 이날 밤 정상부에 제트기류가 불

어 닥친다고 했다.

세븐 서밋 팀에는 4캠프에 extra Sherpa가 두 명이 있었다. 이들이 물과 안약(설맹용), 여분 산소

통을 들고 구조를 떠났다. 이들은 차례로 두 명을 구조했다. 한 명은 충남고팀 대원이었는데, 다른

한 명은 다른 나라(폴란드) 사람이었다. 아직 충남고팀 한 분은 저 위에 있는 것이다. 결국 그분은 살

아서 돌아오지 못하셨다. 24일 따로 셰르파들로 구조대를 편성, 발코니 50m 아래 부근에서 시신을

수습해 내려올 수 있었을 뿐이다.

19일 5명을 포함 이번 시즌 11명이 사망했다. 각국의 언론들은 18일 로체페이스에 줄줄이 늘어선

인파의 사진을 인용하며 병목현상이 화를 불렀다고 보도했다. 병목현상의 원인은 돈에 눈이 멀어 아

무렇게나 등반허가를 남발하는 네팔 정부, 또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novice’(풋내기), ‘준비되지 못

한 고객’들에게 돌려졌다. 에베레스트와 로체 두 봉을 모두 무산소로 오르려던 이탈리아의 유명한

등반가 시모네 모로도 인파 때문에 발길을 돌리고서는 에베레스트가 마치 ‘놀이동산 같다’고, 그 곳

에서 등반하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세븐 서밋 팀의 매니저 격이었던 따시 셰르파는 다르게 말한다. 원래 러셀 브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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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나 홀로 산행을 기획해 산을 오른다면 그것은 ‘나’의 산행이 될 것이냐 말이다. 한 때는

‘팔할이 바람이다’처럼 나 스스로 이 세상에 나와서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

다. 그러나 바로 그 ‘나’자체도, 마치 벌집 구멍이 다른 벌집 구멍들에 의해 구획되는 것처럼,

어울려 살아가는 모든 타인들에 의해, 그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따라 커 왔던 것이다. 

산악회가 50년 역사를 맞은 만큼, 세대차도 크다. 대원들은 원정을 주도하신 분들에겐 아들, 손자

뻘이다. 등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예를 들어 대원들은 지원조로 오신 분들이 도대체 왜 후배

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려 하시는지를 궁금해 했다. 왜 산에 오지도 않을 분들이 자기 일

처럼 산행을 준비하시는지, 정상에서 도대체 왜 각종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를, 결국 정

상을 왜 올라야 하는지를 궁금해 했다. 올라야 한다면 그것은 의무감인가 하고 반문할 법도 하다. 

그리 높진 않아도, 죽을 가능성이 현실적인 등반이었다. 자신의 죽음이 무얼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었다. 죽음이란, 죽음을 앞에 둔 이에게는, 찰나의 순간에 닥쳐와 잠깐의 고통과

공포 뒤에 찾아오는 것이다. 죽은 뒤에는 아무런 고통도, 공포도 없을 것만 같다. 따라서 일단 그런

잠깐의 공포만을 각오한다면 죽음이 사실 대수롭지 않게 된다. 즉 까짓거 하면서 이 한 몸 던져 본다

는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나야 죽으면 끝

이지만 남겨진 이들은? 하는 걱정이 먼저다. 그것이 의무감일까? 받았으니까 줘야 하는 그런 마음

일까?

이번 원정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었다. 등반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준비과정

및 원정 전반에 직접 참여를 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연결된 가족, 친구들, 산악회 모든

회원들, 그들 사회세계의 다른 모든 이들과 어쩔 수 없이 연결된 하나의 공동 작업이었던 것이다. 아

무리 작은 뒷산을 올라가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독한 등반이

라 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사회적 연결성이란 단순히 높은 산을 오르는 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

이다. 

대원
서정환 대원은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꾸준히 산악부 활동을 해 왔고 몇 번의 해외등반 경험도 갖고

있다. 꼼꼼하게 등반을 준비하고 생각하며 기록하는 모습은 그의 큰 장점이다. 치장하지 않고 현실

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 경험이 없는 유선필 대원을 오랜 훈련 기간부터 지도하고 원정의 내실을

다져왔다. 등반대장을 맡을 내가 자리에 없는 와중에 여러 관계된 분들은 그를 보고 안심했을

것이다.

유선필 대원은 아직 어려 소위 경망한 구석이 있지만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누구나 그에게

서 큰 잠재력을 볼 것이다. 로체를 올라 다들 축하하지만, 진정 축하받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첫 원

정을 연속으로 큰 산으로 갔고, 게다가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폐부종을 달고 살았었다. 부모님과

‘딜’을 하며 인생을 걸기도 했다. 요즘 2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상에 오른 이도 있고 못 오른 이도 있다. 살아 돌아왔다고 축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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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 넓이 만 한 후폭풍 속에 있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말이다.

과연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등반가길래 그러하단 말일까? 저런 눈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인가? 저 거대한 산의 위력, 산의 힘에 대적할 수나 있다는

말인가? 

아무도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없으며, 아무도 그 큰 산을 오를 때 대충 준비하고 오

는 이는 없다. 시모네 모로가 제아무리 산을 잘 타도, 서정환 같이 피를 토하며 하산하는 이, 폐부종

을 겁내지 않고 오르는 ‘풋내기’ 유선필의 내딛는 한 걸음에 기울이는 전력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

겠는가? 등산을 아무리 못해도 그는 스스로의 등산에 있어 주인공이며 결코 군중으로 전락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저 하늘과 맞닿은 정상에 서는 것은, 그저 산이 우리를 아주 잠깐 허락해 준 것일 뿐이다. 나

는 우리 대원 모두가 무사히 내려온 게 너무 감사하다. 그 기쁨에 비하면 정상에 서고 안 서고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지금, 내가 정상에 섰든 안 섰든, 숨을 쉬는 생명체로서 자연이

주는 하루하루의 신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축복이 너무도 감사한 것이다. 정상에 올랐다고 다들 축하

해 주는데, 죄송한 생각이지만, 잘못 축하해 주는 것 같다. 살아 내려왔음을, 다시 우리들 사이에 살고

있음을, 그래서 등산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잘’ 올라간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인가, 희로애락에 얽혀 삶을 나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 서로 축하해 주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축하 받을 일들이 결코 우리가 잘 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미래

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산에서는 누구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다. 반대로 누구도 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 내려올 수는 없다. “등반은 선택이지만 운명은 필수다.” 충남고OB팀의 박계훈

대장님 말씀이다. 결국 축하를 받을 사람은 등반대원들이 아니다. 생명이라는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것이다.

에베레스트 그 이후
나는 2006년 고 박영석 대장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는데 해발 8500m 지점에서 산소기구에

문제가 있어 구사일생으로 내려온 적이 있다. 이번에는 대장 역할을 맡아 직접 정상에도 올랐고 모

두 성공이라 평가하는 원정을 마치게 되었다.

두 번의 에베레스트 등반은, 단지 등정실패/등정 또는 실패/성공이라는 구분은 어울리지 않는

다. 첫 번째 등반으로 나는 등산에 대해 전에 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생사를 함께하는

친구들을 만났다. 두 번째 등반은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친 산악회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과

정이었다. 여러 형님들과 더 가까워졌으며 등반 이후 나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다. 산

악회는 ‘마치’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가족이 되었다. 2006년에 그토록 애증(?)의 관계였던 박영

석, 오희준 두 명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산다. 그들은 내 마음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지금은 네팔 카트만두의 한 허름한 식당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

며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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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ex)팀에서 다른 팀들의 셰르파들과 함께 주도하여 5월 초에 정상까지 로프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팀이 로프작업을 하지 않은 채 5월 8일 철수를 결정하는 통에, 남은 팀들끼리 이후에

다시 로프설치팀을 조직해 오르느라고 시즌 초등이 5월 18일로 늦춰졌다는 것이다. 5월초 연일 계

속되던 좋은 날씨에 로프를 고정했더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어느 미디어에도 그런 방식의 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국제적으로 유명

한 사이트인 explorersweb.com에서는 러셀 브라이스의 조기 철수가 용감한 선택이었는지 과도한

걱정이었는지를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무작위로 묻는 설문조사만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에게 인재(人災)라는 표현은 너무 오만하게만 느껴진다. 그 ‘잘못된 사람’만 제거하면 죽은 사람

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인 양,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양, 저 산이 얼

마나 큰지 도통 외면하는 것만 같아 되려 내가 초조해진다.

산이 가르쳐 주는 것들
만일 그 어느 곳에 그런 ‘준비되지 못한 고객”이 있다면, 바로 우리야말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일 것이다. 그 큰 산의 위험이 도무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린 결코 미리 알 수 없었다. 죽음이 얼마나

‘불시’에 찾아오는 것인지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눕체에서 쏟아지는 1캠프를 덮어버린 저 거대한

눈사태로 수백 채의 텐트가 모조리 날아가고 등반 중이던 여러 대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2캠프에

있던 나는 그저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제발 한 시간 정도 전에 내려간 정환이가 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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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의 지원조는 제각기 우여곡절을 겪으며 등반팀과 원정을 함께 나눴다. ‘지원’이란 무엇을 물

질적으로 주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 큰 산 히말라야에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미 지원의 시작이다. 베이스캠프에 있던 어느 날 진교춘 단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미안해.” 다리를

다쳐 오지 못하신다면서 연신 미안해하신다. 감이 먼 전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 분의 마음, 그런 게

바로 지원 아닌가 말이다.

월간 <사람과 산>의 홍석하 사장님은 출발 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유일하게 출발 전 원정대

에 관한 기사를 여러 쪽 실어 주시기도 하였다. 서정환 대원의 인터뷰 기사도 실렸다. (<사람과 산>

3월호 참조) 서울대농생대동창회의 정윤환 동창회장님은 우리 산악회와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으신

분인데도 원정 계획을 보고받고는 흔쾌히 큰 액수의 지원금을 쾌척하셨다. 계간지 <동창회보>에도

여러 번에 걸쳐 기사가 실렸다. 서울대농생대의 이학래 학장님께서도 물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발

대식 때에는 무척 감명 깊은 말씀을 들려주셨다. (사)대한산악연맹의 이인정 회장님, (사)한국대학산

악연맹의 이명규 회장님께서도 각각 우리 원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의 깊은 격려도 해 주

셨다.

등반을 마친 뒤에는 오연천 서울대총장님도 비로소 관심을 보여주시며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대학신문>에서도 1면에 사진을 실어주기도 했다. 사고 소식 때문인지 일반 언

론에서는 <서울대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같은 토픽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다. 실수로 네팔 관

광성에서 내가 실종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에 여럿 가슴 졸인 분들이 있었다. 부모님이 그 기사를

안 읽으신 게 천만다행이다. 다만 정진세 회원(69학번)의 자제분이신 정도원 기자님(머니투데이)은

특히 유선필 대원의 성공담에 관한 자세한 기사를 써 주기도 했다.

8천 미터 13좌를 무산소로 오른 서울시립대의 김창호 대장은 우리 원정을 가깝게 지켜보면서 마치

함께 오른 듯 깊은 관계를 새롭게 맺었다. 발대식, 해단식 때에 참가하신 것은 물론, 신혼여행을 쿰

부 지역으로 와 남체에서 지원조 분들과 함께 숙박하며 우정을 나누기도 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형수님께 인사를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창호형과 함께 등반을 할 행운-형수님께는 불운-

이 생기더라도 덜 죄송할 것 같은 생각이다.

한편 아시아 1위 규모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박종원 사장님은 사실 우리와 일면식이 없었지만

베이스캠프까지 홍삼을 두 박스 선물해 오시기도 하셨다. 이틀 동안 그쪽 임직원 15명과 함께 칼라

파타르에 올랐는데, 그로 맺은 인연으로 귀국 후 등반사진전 개막식 때에도 초청받기도 했고, 나중

에는 같은 해병대 출신인 게 들통(?)이 나 뜻하지 않은 비자금도 챙겨 주시기까지 했다.

원광대 출신인 이동윤(87학번) 선배의 <억센알파인>을 통해 기념 티셔츠를 제작했고, 서울미대의

권소진(05)이 그린 그림이 티셔츠를 장식했다. 고려대의 원로 조천용 선배님은 해단식에 참가하셔

서는 슬라이드가 괜찮으셨는지 사진 파일을 얻어 가셔서는 어딘가에서 우리 원정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실 것 같다.

등반 중에는 충남고OB팀과 형제처럼 지내며 고락을 함께 했다. 우리에게는 모두 형님들인데, 게

다가 나에게는 모두 고향(대전) 선배다. 그쪽 팀에서는 사고가 발생해 자꾸 우리 팀과 비교될 것만

같아서 죄송스런 마음이 든다. 베이스캠프에서는 너무도 사람 냄새, 정(情) 같은 게 그리웠다.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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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원정보고서는 이산미디어(월간 〈마운틴〉 발행)의 출판국에서 많은 부분 편집을 대행해줬다. 출판

국장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윤대훈형이고, 그는 이렇게 훌륭한 책을 내 놓기 위해 소위 의무

감 이상으로 도움을 주셨다. 그렇게 이 원정은 계속되고 있다. 만일 그쪽이 아닌 다른 데에 편집을

의뢰했다면 원정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될 것이다. 즉 관계된 모든 이들-비중의 대소를 막론

하고-이 이 원정을 만들어 왔으며, 나는 오로지 등반대 중심으로만 원정을 바라보는 게 좀 왜곡된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원정의 굵은 틀은 산악회 역사와 맥을 함께 한다. 그것도 창립되던 해(1962년) 이전, 창립멤버들이

처음 암벽등반을 접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야 할 것이다. (전양 회원 글 참조) 이어 우리 산악회에서

이어 내려온 해외등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정철의 회원 글 참조) 그러다가 본 원정이 본격적으

로 구상된 것은 2008년부터 50주년 기념행사를 모색하면서 부터였다. 진교춘 단장님, 현중섭 부단

장님을 위시해 여러 위원들이 선임되고 원정은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서윤섭 사무총장의

[원정추진 배경 및 경과보고] 참조) 물론 이 과정에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았다. 자세

한 내용은 밝히지 못할 게 없겠지만 그러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안상원 회원 글 참조) 

현실적인 문제는 두 가지였던 것 같다. 하나는 재원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대원이다. 2억에 달하

는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서윤섭 사무총장님, 김태용 재무위원을 비롯 여러 형님들이 어려운 소

리를 하시면서 모금을 요청해 오신 끝에 그 큰 액수의 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번 원정

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다. (주)영원무역, 서울탁주, 토탈컴즈시스템, 야미푸드,

세원 등등의 회원 및 동문 중심의 기업들로부터 현금 협조를 받았다. 그러나 75%에 달하는 재원은

여러 회원들이 직접 냈다. 고인이 되신 전병성(64학번), 강신영(66학번) 선배님의 형수님들께서도

큰 금액을 지원하셨다. 큰 액수의 지원이 물론 작은 액수보다 더 도움이 되므로 중요하겠지만, 아무

리 작은 액수라도 대부분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 등반에 대한 염원을 보태고 있었다. ([재무보고]

참조)

대원이라는 다른 문제는, 초반에 대여섯 명의 관심이 있었으나 결국 학생 신분의 세 명 대원으로

좁혀졌다. 선발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대원의 입장에서는 희망하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것은 좀 이상한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즉 많은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과는 상반되게, 좀 더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내다본 준비위원회는 한

때 가이드를 대동한 상업원정대 형식을 고려해보기까지 했었다.

어쨌든 <유라시아트렉>의 서기석 대표, <세븐 서밋 트렉>의 밍마 셰르파 대표 등이 스스로의 원정

대처럼 적극적으로 원정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등반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장비

와 식량 부문에서는 이런 저런 자잘한 부분들에서 여러 회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장비, 식량 부문

보고 참조) 학교에서 열린 발대식 및 해단식 등에서는 이승구 명예지도교수님, 이승환 지도교수님,

그리고 재학생지부(지부장 서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 원정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었

음에도 허길행 회장님, 강현규 부회장님, 정동활 총무님 등께서는 자기 일처럼 세세히 신경을 써 주

시고 상호 체크를 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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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캠프에서는 끓이지도 않은 된장국 냄새가 났다. 저녁마다 영화를 보러 찾아갔지만 영화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네 명의 등반 셰르파들, 그리고 쿡인 두르바와 치링은 우리들의 선생, 그야말로 선생처럼 대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던 것이다. 

새로 부임한 대한항공의 김영민 네팔 지점장님은 서둘러 귀국하는 통에 미처 챙기지 못해 루클라

에서 미아가 된 카고백 네 개를 열흘 뒤에 반실 문 앞까지 고스란히 배달해 주셨다.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막 귀국했을 그 무렵에 한바탕 소동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나는 또한 재학 중인 미국 대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도교수는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Young Hoon Oh's Farewell Party>를 깜짝파티로 열어주기도 했다. 대학원장은

장비를 사라며 장학금 아닌 장학금을 주기도 했다. 대신 영문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라는 압박을 주기

도 했는데,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 블로그를 찾아와 우리 원정대가 미국에서도 좀 알려졌을까 싶다.

학교 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나를 다뤄줬고, 외국인학생회도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는지 나를 크게

다뤄줬다. 미국 유수의 <아웃사이드매거진>도 기사를 써 주었다. 다녔던 한인교회에서는 매주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

나에게 가장 컸던 것은 매일 성경책을 읽으며 기도했던 것이다. 산은, 아니 인간이 하는 일이란 결

코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무신론자에게조차 신앙이며 기원의 대상이다. 나는 내가 믿

는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았다. 그것이 등정이든 무사귀환이든, 또는 행복이든 간

에, 나로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어찌 보면 평범한 삶의 진리와도 같은

그런 확신이었다. 그런 튼튼한 믿음이 확률로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운명 앞에서 끝없는 공포나 무

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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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에베레스트 뷰 호텔까지 갔다 돌아오는데 멀리 에베레스트가 구름 속에서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셰르파의 고장인 쿰중과 쿤데 그리고 힐러리스쿨을 못보고 온 것이 약간 후회되지만 남체

에 있는 셰르파 문화박물관 구경으로 대신했다. 

올해는 날씨가 예년과 달리 많이 좋지 않아 정상까지의 루트 개설이 자꾸 지연된다. 그래서 일찍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외국 원정대 중에는 등반을 포기하고 하산하는 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남체를 떠나 사나사, 풍기텡가를 거쳐 텡보체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사원에 가 큰 불상 앞에 머리

를 조아리며 우리 정상조의 등정성공과 무사귀환을 기원한 후 밖에 나와 쿰부히말에서 제일 아름다

운 아마다블람을 마음껏 감상했다. 팡보체, 소마레를 지나 페리체에 도착했다. 국전이가 개울가에

가서 몸을 좀 씻겠다기에 그 물엔 야크, 나크, 소 등 각종 동물의 배설물이 섞여있으니 대신 300루

피를 내고 뜨거운 물 한통 끓여 씻으라고 권했다. 나 역시 앞으로 한 일주일 제대로 씻기가 어려울

듯하여 뜨거운 물 한통을 주문하니 이승환 교수도 합세했다. 머리를 감는데 이미 4000m가 넘는 곳

인지라 허리 굽혀 움직이는데 숨이 찬다. 남은 물에 발을 담그니 피로가 싹 가시며 아늑한 기분이 든

다. 모처럼 뜨거운 물에 머리와 발을 씻고 나니 정말 상쾌하다. 

다음날 하루 쉬며 하산하는 2진도 만날 겸, 고도적응 겸해 두클라까지 올라가 2진과 합류해 페리

체로 돌아와 점심을 같이 먹고, 3진으로 동행한 이승구 교수와 이승환 교수는 2진과 함께 하산하기

로 했다. 여산이 낙필이 없으면 안 올라가겠다하니 서로 상대의 요청을 거절 못하는 막역한 사이인

지라 피로에 지친 낙필이가 힘들어 하며 승낙했고, 청산 정성교는 역시 훈련지원팀장답게 흔쾌히 다

시 우리와 베이스캠프까지 가겠다 동의해 주니, 아! 오.징.어.(오랫동안 징그럽게 어울리자라는 65

학번만의 구호) 5명이 4230m 페리체에서 마지막 지원조로 재결성 되었다.

2진에 김성수 대원이 고산증세로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럼에도 혼자 뒤쳐졌다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베이스캠프까지 혼자 가서 다시 합류하는 투혼을 여지없이 발휘해 다른 대원들을 놀라

게 했다. 말을 타고 하산하는데 마치 유격대 대장같은 모습이다.

출발 전 무릎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던 구자란 대원은 약간 힘들어 하는 듯 하고, 부군 이승우 대원

은 원래 운동으로 단련된 덕분인지 늠름한 모습이다. 2진을 떠나보내고 65학번 다섯이서 롯지 마당

양지바른 곳에 둘러앉아서 맥주 한 캔씩 마시는데, 멀리 아마다블람이 보이고 바로 앞에 타보체와 촐

라체의 날카로운 봉우리가 보인다. 꼭 같이 왔으면 좋았을 조남인, 이선용과 진교춘 단장님, 원정대

발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서윤섭 사무총장 및 몇몇 선후배 얼굴들이 산봉우리에 겹쳐 보인다.

2진이 전하는 바로 정상등반대원들은 5월 16일 베이스캠프를 떠나 2캠프로 갈 예정이란다. 그래

서 14일에 로부제를 거쳐 15일 오후 베이스캠프에 도착, 정상등반대원의 성공을 격려하며 배웅하기

위해 중간 칼라파타르 등반은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출발 직전 여산이 내게 오더니 자신도 힘들고 낙필이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되었으니 우리

세 명 먼저 올라가면 자기 둘은 좀 천천히 두클라에서 하루 머물며 따라 오르겠다 한다. 두 사람의

컨디션을 짐작하는 터라 우리 가이드 셰르파 쿵가에게 뒤를 부탁하고 청산, 안국전, 나 셋이서 두클

라를 거쳐 로부제에 도착 후, 오 대장과 전화를 시도하는데 계속 불통이다. 식사 후 우리 쿡 밍마가

전화가 연결 되었다고 알려 줘 오 대장과 통화하는데 잘 들리지 않고 통화 도중 자꾸 끊긴다. 갑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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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우리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에베레스트원정이라는 모든 산악인의 꿈을 이뤄

보려는 원정대 추진위를 결성할 당시 과연 우리가 에베레스트라는 세계의 최고봉에 오를 수가 있을

까하는 다소 막연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드디어 정상등반조 오영훈, 서정

환, 유선필 3인과 허길행 회장을 위시한 안국전, 강현규 등 1진이 3월 30일 출발하고, 2진 5명을 4

월 30일 보내려는데, 29일 아침에 3진(5월 7일 출발 예정)의 진교춘 단장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

화를 걸어오신다.

그간 지원조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체력강화를 위해 주 2〜3차례 근교산행을 했는데 28일 토요

산행 시 복사뼈 아래가 골절되어 아무래도 깁스를 해야 하고 원정대 참가가 불가하다는 예기치 못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곧 문자메시지로 이번 원정의 단장권한과 책임을 나한테 위임한다고 하신다.

졸지에 단장대행이라는 묵직한 감투가 씌워졌다.

‘여러 이유로 못 가신다는 걸, 사정사정해서 같이 가려 했는데 만사 뜻대로 안되는구나’ 하고 낙심

해 있는데 잠시 후, 김만식 선배로부터 그간 말썽을 일으키던 위장 출혈증세가 있어 어제 밤에 병원

에 입원하셨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아니, 이게 웬 일인가. 창립회원 두 분께서 동시에 병원신세를 지시니….

마음속으로 ‘에베레스트원정대 사고 없으라고 미리 액땜해 주시는 구나’ 하고 마음을 달래며 30

일 2진을 보내고, 3진의 진단장님 대신 누군가 같이 갈 회원을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1진으로 갔다

가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돌아온 안국전 회원을 거의 강압적으로 설득해서 3진 5명을 재구성하여 5

월 7일 출발했다.

1진 때 카트만두~루클라 구간의 기상이 좋지 않아 6명이 3번에 나누어 가야했는데 다행히 2진과

우리도 계획대로 항공편이 연결되어 루클라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제 그저 걷는 일만 남았다. 6년

전에 한번 와서 그런지 어떤 곳은 전혀 생소하고 또 어떤 곳은 그래도 낯이 익다.

팍딩에서 하루 자고 몬조를 지나 입산신고소를 지나고 조살레를 거쳐서 높은 다리를 건너며 나타나

는 급경사 길이 처음 닥치는 고행길이다. 먼저 오른쪽으로 탐세르쿠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캉데가가

보인다.

천천히 오르며 수행자의 자세로 인광 형을 위시해 병성 형, 신영이 등등 주변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한 사람씩 떠올리며 동시에 정상등반대의 안전과 성공을 마음 깊이 기원하며 오르다 보니 어느덧 남

체 초입에 있는 찻집이 보인다. 차 한 잔씩 나눠 마시고 남체에 들어서 롯지에 집을 풀고 잠시 휴식

후 밍마 쿡이 만든 맛있는 안주로 잘 모셔온 소주를 한잔 마셨다. 

저녁부터 날씨가 좀 음산해 지더니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앞에 있는 꽁데에 눈이 하얗게 덮였고, 구

름과 어울려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남체에서 하루 쉬며 고도적응 차 상보체 비행장을 거쳐 38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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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오 대장과 서정환은 4캠프에서 잠시 쉬고 정상으로 떠났다. 유선필은 3캠프와 4캠프 사이

에서 로체 4캠프로 가서 쉰 후 로체 정상을 향해 조금 늦게 출발, 오르기 시작했는데 앞 팀이 눈사태

때문에 등반을 포기했고, 중국인 2명과 셰르파 4명 모두 7명이 로체 올해 첫 등반팀으로 등반로를

러셀해 가며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

19일 아침 5시경 라마제단에서 대원들의 등정성공과 안전한 하산을 빌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두르바가 큰 목소리로 “단장님, 오 대장이 성공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순간 눈물이 왈칵 솟고 긴장이 쫙 풀리며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 몸이 뒤뚱거리는 걸 겨우 바로 잡

아가며, 근처에 있는 국전이와 청산에게 나 역시 큰 소리 쳐서 알려주니, 둘이 텐트에서 쏜살같이 나

와서 기뻐 어쩔 줄 모른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우선 문자메시지를 서울에 있는 단장님과 추진위 위원들에게 보내고, 몇 사람

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의 꿈만 같았던 꿈이 이루어 진것을 재삼재사 확인해 보았다.

이제는 정환이와 선필이의 등반이 어찌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역시 직접통화가 안 되고 2캠프

와 연결도 잘 안 된다.

한참 후 두르바가 로체조는 픽스로프가 한 200m 모자라 등정을 포기했다고 보고한다. 비록 정상

엔 못 올랐지만 그래도 8300m 정도 올랐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에 위안을 삼았다. 정환이 소

식을 물으니 정상등정 여부는 확실치 않은데 하산을 시작했단다. 그리고 잠시 후 두르바가 다시 기

뻐하며 선필이를 포함한 로체조 7명이 강행군 해 올해 첫 팀으로 로체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을 시작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솔직히 오 대장 성공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터에  뜻밖에 선필이의 등정 소식을 들으니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다. 이미 오 대장은 4캠프에서 잠시 쉬고 2캠프로 거의 내려 왔고, 정환이와 선필이

도 각각 4캠프를 거쳐 2캠프로 내려온단다. 이제는 그저 피곤한 몸을 잘 추스리며 무사귀환을 빌 뿐

이다.

늦게까지 2캠프에 있는 오 대장과 통화를 시도해 보나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늦게 잠

자리에 들어 자려해도 흥분이 가시지 않아 좀처럼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며 이 생각 저 생각하다 겨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두르바가 어제 선필인 로체 4캠프에서 하루 쉬고 하산, 2캠프로 내려온단다. 정

환이는 좀 지쳐서 3캠프에서 묵었다가 내려오는데 피곤해 좀 천천히 내려온다고 한다. 오 대장이 2

캠프에서 기다려 모두 같이 베이스캠프로 내려 올 계획이다.

겨우 2캠프와 연결되어 오 대장과 통화해 등정성공을 축하하고 끝까지 조심해 하산할 것을 당부하

고 정환이 소식을 물으니 에베레스트 남봉 아래서 여러 요인을 감안, 셰르파인 누르부가 하산을 강

력히 권유해 결국 하산했다고 한다.

두 사람 등정성공에 고무되어 정환이의 성공도 기대했던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상을 200m도 안

남겨 놓고 더더구나 언제 다시 도전 해 볼지도 모를 에베레스트 정상을 빤히 보며 뒤돌아선 정환이

의 판단과 용기를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20일 베이스캠프로 내려오기로 한 대원들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나중에 두르바가 2캠프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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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에 다시 통화를 시도, 겨우 통화가 되었는데 기상예보를 토대로 아무래도 15일에 베이스캠프를

떠나야겠다고 알려온다.

올해는 날씨가 나빠 계속 정상등정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무조건 안전위주의 산행을 부탁했

다. 결국 우리가 서둘러 올라갈 이유가 없어졌다. 우선 로부제에서 여산과 낙필이를 기다린 후에 그

다음 고락셉에서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칼라파타르에 올라갔다 하루 쉬고 18일에 베이스캠프로 가

기로 결정하니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다음날 오후, 약속대로 여산과 낙필이가 로부제에 도착하니 오징어 다섯이 또 모인다. 고산증 걱정

은 뒤로하고 모처럼 창(네팔산 막걸리)도 한잔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여산과 낙필이가 아무래도 더 이상 오르는 것은 힘들다고 하산하겠다하니 더 이상 같

이 오르자고 권할 수 없어 가이드 쿵가에게 같이 하산할 것을 부탁하고 또 다시 세 명이서 다음 목적

지인 고락셉으로 향했다. 다행이 날씨는 아침에 눈이 조금 왔지만 오후 2〜3시까지는 아주 좋다.

국전이가 하루라도 빨리 베이스캠프에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제안해 그러기로 하고 아침 일찍

칼라파타르에 올라 전면에 펼쳐지는 푸모리, 링트렌, 쿰부체, 에베레스트, 로체 그리고 오른쪽에 웅

장하게 솟아 에베레스트를 지키는 듯한 눕체 등 장관을 둘러보았다. 오래전 티베트와 네팔의 교역로

였다는 쿰부체와 에베레스트 사이의 로 라(6606m의 만년설 큰 고개) 뒤로는 티베트의 창체가 우뚝

솟아 있다.

속이 탁 트이고 5550m까지 별 탈 없이 올라와 이 장관을 보게 된 것에 대해 마음 속 깊이 감사하

고 내려와 점심을 먹고 베이스캠프로 출발했다. 고락셉에서 베이스캠프까지는 고도차가 300m 정

도인지라 오전에 칼라파타르를 등반했는데도 그저 갈 만하다고 생각했다. 멀리 커다란 마을을 이루

고 있는 베이스캠프가 보이기 시작했다. 베이스캠프에 들어 한참 가는데 이번 시즌에 에베레스트 등

반을 같이하는 충남고산악회 본부대원 두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한 10여분 지나니 청산, 국전이와 안면이 있는 우리 베이스캠프의 쿡인 두르바가 나와서 우리 캠

프를 안내하며, 오 대장과 대원 두 명은 아직 4캠프 위쪽의 등반로 개설이 악천후로 지연되어 2캠프

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모든 원정대와 같이 대기 중이며, 현재 여러 팀에서 선발된 셰르파로 구

성된 등반로 개설팀과 칠레원정대가 올해 첫 팀으로 내일(18일) 정상에 오를 예정이며 우리 대원은

모두 건강한 편이라고 간략하게 보고한다. 2캠프와 통신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아서 그저 마음

속으로 무사등정을 기원하며 두르바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베이스캠프의 첫 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캠프 근처에 있는 라마제단에 가 “초모룽마여, 우리 대원들이 당신의 머리와 어

깨를 잠시 밟을 수 있도록 제발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빌 뿐 내가 딱히 할 일이 없다.

통신상태가 원활치 않아 등반 중인 대원과의 직접 통화는 불가하고 그저 2캠프에 있는 쿡 치링 셰

르파가 대원들과 통화된 것을 베이스캠프의 두르바가 치링과 연결해서 간간히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마저도 원활하지 않다. 두르바가 베이스캠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캠프에서 소식을 듣고 우

리 대원들의 진행 소식을 전해준다.

18일은 다행히 모처럼 날씨가 좋아 셰르파로 이뤄진 등산로 개설팀과 칠레팀이 올해 첫 등정에 성

공했다며 우리 대원 세 명도 3캠프를 지나 이상 없이 잘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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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한 후, 우리 셋은 하산을 시작해 고락셉에서 일박하고, 다음 날 로부제, 두

클라, 페리체를 거쳐 팡보체에 쉬면서 혹시나 하며 오 대장과 선필이를 기다렸다. 밤늦게 오 대장에

게 전화하니 연결이 된다. 정환이가 많이 힘들어 해서 베이스캠프에서 바로 헬기로 루클라 거쳐 카

트만두에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에 염증이 생겨 호흡이 많이 불편하지만 차차 회복되리라고 한

다. 마침 먼저 내려간 여산과 낙필이와 같이 저녁을 먹었다며 여산을 바꿔 준다. 막무가내로 자기가

수단방법 안 가리고 남체에서 루클라까지 헬기를 준비할 테니 빨리 내려와 등정성공 축하모임 갖고

우리 예정을 앞당겨 다같이 25일에 귀국하자고 야단이다.

다음 날 23일, 팡보체를 떠나 텡보체 거쳐 남체로 내려오는 도중 풍기텡가에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우리의 깐차 선필이가 셰르파 일행과 내려왔다. 남체에서 짐을 풀고 맥주 한잔 하는데, 얼마 전에

8000m 14좌를 끝낸 김재수 대장이 마침 같은 롯지에 머물러 합류했다. 곧이어 8000m 13좌(에베

레스트 제외) 무산소등반이란 엄청난 기록을 가진 김창호 대장이 20일 결혼한 새색시와 같이 마침

신혼여행 차 이곳에 와 모두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었다. 김창호 대장이 서울에서

준비 해온 돼지족발과 김재수 대장이 가져온 부산 오뎅 그리고 남체에서 갓 잡은 닭으로 만든 닭도

리탕으로 소주를 곁들여 근사한 잔치를 벌였다.

식사 중 김재수 대장이 선필이 나이를 묻더니 아마도 선필이가 우리나라 최연소 최고봉 등정 기록

을 세운 것 같다고 알려준다. 이 또한 우리 산악회의 경사 아닌가. 장하다. 우리 쎈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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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캠프에서 산소통 없이 피곤한 몸으로 묵은 정환이가 밤새 심한 바람으로 텐트가 거의 날아 갈

뻔해 거의 잠도 못자고, 겨우 옆 텐트의 셰르파 도움으로 간단한 음료 좀 얻어먹고 내려오는 데 시간

이 꽤나 걸리는 모양이라고 전한다. 다행이 선필이는 4캠프에서 하루 쉰 덕에 몸 상태가 좋아 2캠프

까지 내려 왔다. 결국 두 대원은 정환이가 2캠프에 올 때까지 하루 더 그냥 머물기로 했다.

빨리 보고 싶지만 대원들의 안전귀환을 위해 하루 더 참자. 21일 아침 후 대원들이 2캠프에서 출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셋과 두르바 그리고 어제 하산한 정환이, 셰르파인 누르부와 같이 아이스

폴 지역에 가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거의 모두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셰르파들만 내려오고 외국

인 등반대원은 가물에 콩 나듯 몇 사람 보이지 않는다.

한 시간 여 기다리다 지쳐 다시 베이스캠프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11시 지나자 마자 오 대장이 늠

름한 자세로 나타난다. 정말 감격과 흥분의 순간이다. 우리 셋이 각각 오 대장과 감격의 뜨거운 포옹

을 했다. 오 대장은 짐을 내리자마자 “에베레스트 힘들긴 힘드네요”라고 한다.

더 높았더라도 올라 갈 수 있었겠다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다.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한 후배다.

오 대장은 4캠프에 오후 6시경에 도착하니 약 200여명이 대기 중이어서 예정보다 서둘러 잠깐 휴

식하며 뜨거운 음료만 마신 후 바로 오후 7시 45분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19일 등반하던 사람 중

오전 3시경 제일 정상에 도착했으나 너무 어두워 사진을 찍으려고 정상 약간 아래 쉴 만한 곳에서

움츠리고 약 한 시간 반 동안 자는 여유까지 부렸다. 이후 4시 반경 정상에 올랐는데 마침 티베트 쪽

에서 올라온 등반대가 있어 서로 등정 기념사진을 찍어 주었다.

동반한 사다 나텐지도 외국등반가 중 오 대장 같이 체력과 기량이 특출한 사람은 보기 힘들다며 감

탄했다고 한다.

곧이어 로체조 셰르파가 도착했는데 러셀하며 오르며 얼마나 기운을 소진했는지 피로의 기색이 완

연하고 목이 부어 말도 잘 못하며 빨리 병원부터 가야겠다고 한다. 한 시간 반 지나 우리의 깐차(막

내의 네팔어) 선필이가 위아래 까만 복장으로 2캠프에 있던 세븐 써밋 사장인 밍마 셰르파의 막내

동생인 파쌍과 같이 나타나는데 피로한 기색도 없어 보인다.

올해 초 로부체 적응 훈련 때 폐부종으로 고생하고, 또 이번에도 폐부종으로 베이스캠프에서 루클

라까지 내려가 다시 등반하더니 무난히 3캠프까지 고도적응을 잘해내 대견스럽다. 21살짜리 우리

막내 ‘쎈필이’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한숨 돌리자 부모님께 전화부터 드리라고 하고, 두르바에게 정환이 상태를 물으니 많이 힘들어해

셰르파 누르부가 다시 2캠프까지 가 같이 오려고 막 준비를 끝내고 올라갔단다. 정환아! 그저 아무

탈 없이 무사히만 내려 오거라.

오후 2시까지 기다려도 정환이가 내려오지 않는다. 우선 5명이서 라마제단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

고 3시까지 기다려 정환이가 안 오면 우리 셋이 먼저 고락셉으로 가 하루 머물고 계속 하산하고 정

상등반조는 짐 정리 후 내일부터 하산하여, 팡보체나 남체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위에서 정환이 소식이 오는데 폐에 이상이 생겼는지 숨쉬기가 힘들어 5시 후에나 베이스캠프에 도

착할 것 같단다.

깐차 파쌍이 내일 새벽에 정환이와 같이 하산해서 페리체에 올 헬기로 루클라 거쳐 카트만두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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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 3진은 하산 중에 남체 바자르(3440m)에서 우연히 김재수 대장(8천 미터 14좌 완등자), 김창호 대장(8천 미터 13좌 무산소 완등자)과

함께 숙박하며 우정을 나누었다. 사진은 5월 24일 헬리콥터로 하산하려는 지원조를 배웅하는 김창호 대장 부부와 함께



■ 3월 31일(토)  맑음

아침에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하여, 11시경 인천공항을 향했다. 출발 비행기는 중국 남방항공의

꽝조우(廣州)행 14시 15분발(CZ-338) 비행기이다. 비행기는 예정시간보다 약 20분 늦게 출발하여

꽝조우에 도착했다. 꽝조우 공항에서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를 바꿔 타야 하는데, 사람이 많고 매

우 혼잡하다. 이곳에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여권심사와 짐 보완검사를 하는데 1시간이상

걸려 여유시간이 거의 없다. 모든 승객이 공항 내에서 환승하는 경유승객인데 왜 복잡한 검사를 다

시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중국 남방항공(CZ-3067)을 타고 카트만두에 도착한 현지시간 밤 10시 30분이다. 옆 좌석에

는 40대 네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것저것 묻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나도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하기에는 나이가 꽤 들었나보다.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비자(30일 체류 비자수수료 $40)를 받고, 공항을 나서니 자정

이다. 마침 서정환 후배와 현지인 2명이 반갑게 맞아준다. 현지인이 태워주는 택시를 타고 호텔

에 도착하니, 일행들이 늦은 시간인데도 잠자지 않고 반갑게 맞이한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방으로가 잠자리에 들었다. 이번 트레킹의 일행은 원정대 3명을 포함해 6명이지만, 나는

어제 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 정기총회 행사로 인해 하루 늦게 출발하여 꽝조우로 돌아오느라고

하루 늦게 도착한 것이다. 

■ 4월 1일(일) 맑음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루클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비행기 사정으로 호텔에서 하루 더 머물렀

다. 지난 3일간 일기불순으로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해 내일 오전에나 자리가 있다고 한다.

호텔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보드나트라는 시내의 유명한 사원을 관광했다. 이

사원은 중심에 네팔의 전형적인 거대한 탑이 있으며, 탑 주변에 삥 둘러 상가가 자리하고 있고,

상가사이의 두 곳의 작은 건물에 사원이 들어서 있는데 승려들이 탁자 앞에 앉아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탑은 규모는 매우 거대하나 붉은 벽돌로 쌓은 후 겉에 회를 발라

만든 것으로 중간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날씨가 덥고 공기가 탁하다보니 관광

도 별 재미가 없다.

관광 후에는 타멜시장에 들렀다. 이 시장은 카트만두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나, 흥정을 해야 하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약해 물건을 사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근처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시장에 다시 들러 슬리핑백을 구입한 후 호텔로 돌아와 휴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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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어려움 극복하고 어린 나이에 멋진 기록까지 세우다니…. 한참 흥분에 들떠 있는데 오 대장한

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 여산이 약속한데로 남체-루클라간 헬기가 준비되었고 시간은 내일 새벽으

로 결정된다고 한다. 여산이 밍마 사장에게 거의 생떼 써가며 헬기를 준비시켰단다.

저녁이 늦게 끝날 무렵, 두르바가 헬기가 아침 6시에 남체에 오니 아침 일찍 준비해 달란다. 24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짐 정리하고 식당으로 내려오니 김재수 대장이 배웅차 일찍 일어나 나오고, 곧

이어 새신랑 새색시도 나온다.

그런데 안개가 많이 껴서 헬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단다. 김재수 대장이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한 시

간 이상은 있어야 안개가 걷힐 것 같다고 얘기한다. 정말 그대로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7시경 헬기

도착한다기에 롯지를 떠나 헬기장으로 가는데 김재수 대장이 멀리까지 배웅하려해 겨우 만류했다.

10여분 걸어 헬기장에 도착했는데 롯지 출발시 안 보이던 김창호 대장 부부가 어느새 헬기장까지

따라 올라왔다. 한참 기다려 근 8시가 되니 헬기 오는 소리가 난다.

남체에서 루클라까지 한 7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데 헬기로 가게 되다니. 여산! 고맙다. 헬기를 타

니 그 머나 먼 고행길이 단 5분에 해결된다.

루클라에  도착하자마자 카트만두에서 오는 첫 비행기에 자리를 잡아놔 부리나케 국내선 탑승수속

을 마치고 잠시 후 도착한 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오는데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우

리는 해냈다는 성취감과 별 탈 없이 모두 하산해 카트만두에 곧 모일 것을 생각하며 초모룽마 여신

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 본다.

“오, 초모룽마여 우리 산악회가 그대의 머리와 어깨를 잠시 밟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간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도 마음 깊숙이 감

사드린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하고 꿈꾸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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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황찬란한 베이스캠프의 밤하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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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이를 땔감으로 채집하고 있다. 

가파른 길을 계속 오르니 남체다. 이곳은 이 지역 세 개의 골짜기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서 옛날

부터 시장이 발전하였다. 남향의 가파른 산비탈에 등고선을 따라 3~5층의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것

이 아름답다. 마을 아래쪽 중심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다.   

■ 4월 5일(목) 맑음

오늘은 고도 적응을 위해 이곳 남체에 하루 더 머무르는 날이다. 아침 8시경 롯지를 출발하여, 남

체 뒤 언덕을 거쳐 Everest View Hotel(3880m)을 들러, 쿰중마을로 둘러오는 트레킹을 하였다.

남체 뒤 언덕은 매우 가파른 경사이며, 쉬엄쉬엄 약 1시간을 걸었다. 언덕에 오르니 그 곳에는 자

그마한 평원이 있고, 포장이 안 된 활주로가 있으나 비행장 운영은 안 하는 것 같다. 다만 활주로 바

닥이 딱딱하여 비상시에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오르니 언

덕위에 롯지 비슷한 호텔이 있고, 호텔 담장을 끼고 돌아가니 멀리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거대한 산

들이 눈앞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다시 10여분을 걸어가니 Everest View Hotel이 나타난다. 호텔은 크지 않으나 주변에

축대가 성처럼 정교하게 쌓여있어 기품 있게 보인다. 호텔 뒤쪽에 야외 커피숍이 있는데, 이곳은 에

베레스트와 세계 3대 미봉(美峰)이라고 하는 아마다블람(6856m), 로체(8516m) 등이 가까이 보이는

전망이 매우 좋은 곳이다. 

언덕에서 본 쿰중은 분지형 고원 농촌마을로 뒤에 거대한 바위산이 버티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마

을이다. 집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파란 페인트칠을 한 지붕인데, 깨끗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마을

을 지나 위쪽에는 유명한 힐러리학교가 있는데, 부지는 넓으나 단층의 작은 건물들이 여러 채 있다.

교내에는 한국산악회가 기부한 자그마한 컴퓨터실습실 건물이 있어 반가움을 더했으며, 입구 쪽에

는 에베레스트에 처음 오른 힐러리 경의 흉상이 있다. 

롯지에서 국수로 점심을 하고 한 시간정도 기다리니 원정대의 서정환과 유선필이 나타난다. 건장

한 모습이라 매우 반갑다. 오영훈 대장은 네팔 관광성 면담이 끝나지 않아 함께 오지를 못했다. 추후

일정을 논의했다. 일정을 함께 하고자 했으나 고도 적응 문제로 함께 움직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되어 일단은 각자의 일정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 4월 6일(금) 맑음

새벽에 일어나니 밤중에 내리던 비가 눈으로 변해, 온 세상이 흰 세상으로 변해 창밖이 장관이다.

창 앞에는 온통 흰색의 꽁데봉이 솟아 있고, 남체마을 뒤 숲과 등고선을 따라 비탈에 선 지붕들은 온

통 눈으로 덮여 흰 세상을 연출하고 있었다. 언덕의 나무에는 설화가 만발하다. 

8시경 롯지를 출발하여 가파른 마을 언덕길을 약 10분 오른 뒤, 마을 뒤 갈림길에서 원정팀과 헤어

졌다. 원정팀은 어제 우리가 다녀 온 트레킹 길로 가고, 우리는 텡보체로 향했다. 

이곳에서 부터는 산 중턱의 거의 평평한 길을 산모퉁이를 돌아가며 1시간 이상을 걷는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한참 가면 풍기텡가라는 계곡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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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월) 맑음

기다림의 하루였다. 아침 일찍 서둘러 9시경에 국내선 공항에 도착하니 대기실은 시골 장터 마냥

혼잡하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루클라행 비행기는 출발하지 못한다. 현지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 날씨 탓으로 아침 일찍 출발한 비행기도 되돌아 왔다고 한다. 대기실에서 책을 보면서

마냥 기다리다 호텔로 돌아오니 오후 3시. 어제 머물던 호텔은 방이 없고, 새로 찾아간 호텔도 6시

나 되어야 방이 난다고 한다. 

■ 4월 3일(화) 맑은 후 비

아침 4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5시경에 국내선 공항에 도착하니, 대기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혼잡하다. 루클라행 비행기가 아침 일찍 예약되었다고 하나 오늘도 안개가 많이 끼어 못 뜨는 모양

이다.

다행히 밍마 사장의 주선으로 원정대원을 제외한 지원팀 3명만 우선 헬리콥터를 타고 루클라로 출

발하였다. 일정이 넉넉한 원정팀 3명은 카트만두에 남았다. 루클라까지는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

고, 8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다.

헬리콥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험준한 산비탈에 등고선을 따라 만든 계단식 농지가 장관을 이

루고 있고, 농지 가운데에 집들이 흩어져 있다. 경탄스러울 정도로 급경사에까지 계단식 농토가 만

들어 졌고, 좁은 농지는 마치 사람하나 겨우 지나갈 소로처럼 층층을 이루고 있다. 네팔 농민의 매우

고달픈 생활환경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산들 또한 매우 가파르고, 강은 깊은 계곡에 유연히 흐르는 듯

했으나 정비되지 못한 듯하다.

루클라에 도착해 한참 지나니 안개가 걷히고 햇볕이 나는가 했더니, 조금 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

한다. 롯지에서 본대가 오길 오후 1시 반까지 기다렸으나 오늘도 카트만두에 남은 일행은 날씨 관계

로 출발을 못했다. 

할 수 없이 우리 일행 3명은 빗속에 팍딩을 향해 트레킹을 시작했다. 주로 산 중턱 길을 오르내리

며 2시간 정도 걸으니 목적지인 팍딩에 도착한다. 길은 돌이 많아 딱딱했으나 걷기는 좋다. 걷는 길

에는 라마불교 승려들이 바위에 양각(陽刻)으로 불경을 조각해 놓은 것이 자주 보이는데, 매우 인상

적이다. 

■ 4월 4일(수) 맑은 후 한때 비

아침 8시경 롯지를 출발하였다. 강을 따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며, 출렁다리를 몇 번 건너기도 하

였다.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연상시키는 길이었으나 주위의 산은 더욱 험하고 가파르게 보인다. 높은

산은 원래 바위산이었겠지만, 어제 내린 눈 탓에 만년설처럼 하얀 봉우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개천은 물이 많고, 웅장한 물소리를 내며 거칠게 흐른다.

사가르마타국립공원사무소가 있는 몬조를 지나  라르조 도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 계곡 높이

출렁다리가 놓여 있다. 이곳부터 가파른 길을 지그재그로 약 2시간동안 계속 오른다. 무려 고도

600여m를 단번에 오르는 것이다. 길옆에는 잣나무처럼 생긴 솔방울이 매우 큰 소나무가 무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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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체 마을 뒤 구릉처럼 생긴 가파른 언덕으로 10분 가량 오르니 꽤 넓은 불모지 평원이 나타났

고, 작은 시내 2~3개를 지나 언덕에 오르니, 아래로 딩보체 마을이 보이면서 넓은 계곡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아마도 빙하기에 로체봉으로부터 빙하가 흘러 내려와 계곡을 만들었나 보다.

능선을 따라 언덕을 오르다가 길을 따라 내려가 딩보체 마을을 지나 계곡을 따라 계속 오른다. 완

만한 경사가 계속되고 가끔 시내도 건넌다. 바로 곁에는 세계 3대 미봉이라고 하는 아마다블람의 뒷

면이 우뚝 솟아 있었고, 로체와 남체봉의 웅대한 능선도 왼편 앞쪽으로 가까이 보인다. 뒤로는 타보

체(Taboche, 6367m)가 뾰족이 솟아 있는데, 마치 안나푸르나의 마차푸차레를 닮은 듯 바위가 우뚝

하다.

롯지에서 출발한지 약 3시간 만에 추쿵(Chukung, 4730m) 마을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롯지가 여

러 개 있는데 임자체를 등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삶은 감자로 간단히 점

심을 하고, 하행길에 오른다. 오르는 길에는 임자체 봉우리를 끝부분이나마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

서는 가까운데도 언덕에 가려 전혀 볼 수가 없다. 조금 더 가서 언덕에 올라 임자체를 가까이에서 보

고 싶은 욕심이 있으나, 두 시간을 더 가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발길을 돌

린 것이다.  

돌아오는 길은 상당히 강한 바람을 맞고 와야 했으며 좀 쌀쌀했으나, 비교적 완만한 내리막길이라

상당히 수월하다. 페리체 마을에 도착하니 롯지 식당에서 오영훈 대장이 독서를 하며 우리를 기다리

고 있었고, 잠시 후 다른 대원들도 나타났다. 카트만두 이후 처음으로 모든 대원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라 매우 반가웠으며, 잠시 그간 지나온 얘기들로 정을 나누며, 추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 4월 9일(월) 맑음

오늘은 고도 적응과 대원 간 일정 조정을 위해 이동거리를 짧게 잡아 페리체에서 2시간 거리인 투

크라(Thukla, 4620m)에서 머물렀다. 투크라는 페리체에서 계곡을 따라 약 2시간을 오르면 도달하

며, 롯지가 하나 있다. 

롯지에서 점심을 한 후에는 강현규와 함께 촐라패스 방향의 종라(Jongla, 4900m) 마을 방향으로

약 2시간을 가다가, 종라가 멀리 보이는데 너무 먼 것 같아 되돌아 왔다.

이곳은 산 중턱으로 난 평이한 길을 따라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마

지막에는 시내를 건너기도 한다. 시내를 건너는 지점에서는 산기슭 쪽으로 텐트들이 보이는데, 로부

체 동봉의 베이스캠프인 것 같다. 산중턱 길 아래쪽에는 호수가 있다. 시냇물을 타보체 산에서 흘러

내려온 흙이 막아, 자연스럽게 형성된 호수인데, 건기(乾期)라서인지 물이 거의 말라있어 얼음위에

눈만 보일뿐이다. 또한 바로 앞에는 타보체와 촐라체가 우뚝 솟아 있었으나 가끔 날카로운 위용을

일부 들어낼 뿐, 구름에 가려 진면목을 보기는 어려웠다.

■ 4월 10일(화) 맑은 후 싸락눈

아침에 일어나 일행을 만나니, 유선필이 컨디션이 나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한다. 그래서

원정팀은 이곳에 하루 더 머물기로 하고, 강현규와 나만 로부제로 8시경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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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가파른 산길을 약 2시간 계속 올라야 숙소인 텡보체에 도달한다. 텡보체는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커다란 라마교 사찰이 하나 있는데, 이 지역의 중심 사찰이고 마을의 땅들

이 이 사찰 소유라고 한다. 이곳에는 롯지와 호텔이 4~5개 있고, 8000m 고봉인 에베레스트와 로

체, 아마다블람 등 유명한 산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며, 사방이 6000m급 눈산과 바위산으로 둘

러 싸여 있어 매우 아름다운 마을이다. 

롯지들 중앙에는 사찰 땅이라는 넓은 공터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 구름은 수시로 산을 가렸다가 보여주었다가 하여, 완벽한 에베레스트를 찍고자

하는 마음을 감질나게 한다.

저녁에는 일정상 내일 하산하는 안국전의 이별파티를 겸해 위스키를 한잔씩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가 잠들었다. 

■ 4월 7일(토) 맑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늘을 살펴보니 구름에 가렸던 봉우리들도 자태를 보이며 매우 맑다. 어제 충

분히 많은 사진을 찍었으나 다시 카메라 셔터를 계속 눌러댔다.  

하산하는 안국전을 마을 입구 언덕배기까지 배웅하고, 빵집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6시 30분에

텡보체를 출발하였다. 10여분 내리막길을 하산하니 데보체다. 이곳 말로 체는 신이 머무르는 곳, 텡

과 데는 하늘(天)과 땅(地)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후 개울을 끼고 난 약간 오름인 산 중턱길이 계속되며,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의 아름다운 경

치를 보여 준다. 캉데가(Kandega, 6685m), 기아샤르(Kyashar, 6770m), 아마다블람 등 6000m가

넘는 고봉 설산들이 연이어 나타나 자리를 옮길 때마다 다른 자태를 보여 주며, 계곡에는 강물이 우

렁찬 소리를 내며 흐른다. 강을 가로 질러 출렁다리도 건넌다. 

오르는 길에 「엄홍길휴먼스쿨」에도 들렀다. 학교는 등산로에서도 한참 벗어난 팡보체의 산 중

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1층 건물이 3채인 작은 규모였다. 뒤로는 눈 덮인 다보체(Taboche,

6367m)와 작은 사찰이 버티고 있고, 앞쪽에는 아마다블람, 캉테가 등 눈 산이 연이어 있어 경

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학교에 오르는 길은 경사가 매우 심하고 길도 제대로 안 나

있어 작은 나무 사이로 이리저리 난 길을 뚫고 올라야 했다. 학교를 들리느라 30분 이상은 더

소모한 것 같다.

마을 뒤로해서 약간의 내리막 평원을 지나 고개를 하나 넘으니 우리가 머물 페리체마을이 저 멀리

나타난다. 페리체는 널찍한 시냇가의 평지마을로 롯지를 제외한 마지막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에는

보건소도 있고, 에베레스트 등반 희생자 추모비도 있다.

■ 4월 8일(일) 맑음 

오늘도 고지 적응을 위해 페리체에 머무는 날이다. 아침 식사를 한 후, 7시 30분경 쿡 두르바

와 강현규 3인이 임자체(Imjache 6189m, 일명 Island Peak라고도 함) 방향으로 트레킹을 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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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르자면 간단하나마 등반장비가 필요한 곳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언덕길은 상당히 미끄러웠으

나 마침 현규가 아이젠을 갖고 와 하나씩 나누어 차고 오를 수 있었다. 오는 길엔 보조자일을 잡고

얼음언덕을 넘기도 했다. 처음 경험한 빙하 트레킹이라 신비로운 점이 많았다. 걷다보니 출발과 달

리 엉뚱한 길로 돌아 내려와 베이스캠프로 돌아 와 잠시 기다리니 오영훈 대장과 유선필 군이 도착

했다.

오후에는 오랜만에 모든 대원들이 모여 앞으로의 계획과 덕담 비슷한 세상  사는 이야기로 많은 대

화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는 충남고원정대의 초청을 받아 함께 식사를 했는데, 홍어회와 훈제 오리고기가 특히 맛

있었다. 약간의 술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성공을 약속하며 헤

어졌다. 특히 오영훈 대장이 대전 출신이고, 학교 선후배 관계도 얽혀 있고 하여 더욱 화기애애한 분

위기였다.

■ 4월 13일(금) 맑은 후 눈

아침 9시 반경 베이스캠프를 출발하여 로부제를 거쳐, 종라에 오후 4시반경 도착했다. 7시간의 트

레킹이다. 로부제까지는 지난번에 오른 길을 되돌아 내려오는 길이었으나, 돌이 많고 오르내리막이

많아 4시간이나 걸렸다. 쉽지 않은 길이다.

로부제에서 점심을 먹는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종라로 가는 길은 로부제에서 페리체 방향

으로 지난번 올라온 길을 10여분 내려가 개울가에서 산자락을 끼고 걷다가, 다시 개울을 건너 산 중

턱을 가로질러 완만하게 오른다. 지난번 고소적응을 위해 왔던 길과는 초입이 완전히 다르다. 길은

산 중간으로 매우 완만하게 나 있었으나 얼굴을 할퀴는 쌀쌀한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야하는 험로였

다. 산 중턱 소로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경사가 매우 급하고 아래쪽으로 지난번에 머물렀던 두크

라와 페리체가 멀리 보이면서 계곡과 강줄기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또 다시 지난번에 걸었던 산 중간 길을 지나 계곡으로 떨어지니, 앞쪽으로 로부체 동봉 베이스캠프

의 텐트들이 쓸쓸하게 보인다. 계곡을 끼고 오르 내리막을 한참 하다가 시내를 건너 마지막 오르막

을 한동안 지나니 눈보라 속에 종라 마을이 나타난다. 

■ 4월 14일(토) 맑은 후 눈

오늘도 긴 여정이었다. 출발 준비를 마치고 6시 20분 종라를 출발하여, 촐라패스를 넘어 당낙에서

점심을 먹고 고쿄에 도착하니 오후 2시 45분이다. 점심시간을 고려해도 7시간 이상을 걸은 것이다. 

오르는 동안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데, 양쪽으로 촐라체와 로부체의 연봉들이 매우 가까이 보이고,

뒤쪽으로도 멀리 온통 설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빙하지역은 아주 완만한 오름이며, 얼음은 눈으로

덮여 있어 백색의 초원을 걷는 듯 포근했다. 빙하는 거대한 암산 사이로 흐르는데, 위쪽 만년설로 덮

인 빙하의 절단면은 옥색의 푸른빛을 발하고 있고, 아래쪽은 완만하게 경사진 끝없는 백색의 구릉

모습이다. 

촐라패스 고갯마루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간식으로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산등

서울대학교 농생대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보고서 205

투크라에서 로부제는 약 2시간 거리로서, 처음 약 1시간은 비교적 가파른 경사를 꾸준히 올라야 하

고, 언덕을 넘어 그 후는 개천을 따라 완만히 오르는 길이다.

오르는 길에는 날씨는 괜찮았으나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 경치가 별로이다. 그러나 가끔 구름사이

로 보이는 뾰족한 암봉들이 정말 신비스럽다.

■ 4월 11일(수) 맑은 후 싸락눈

로부제에서 고락셉을 거쳐, 칼라파타르(5550m)에 올랐다가, 대망의 에베레스트베이스캠프에 도

착했다. 계획상 2일 일정을 소화한 대장정의 날이며, 무려 7시간 반을 걸었다.

아침 7시에 로부제를 떠나 9시경에 고락셉에 도착했다. 오르는 길은 대개 빙하지대 가장자리에 이

루어진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으로서, 초반에는 가팔았으나 이후는 경사가 심하지 않다.

고락셉에서 차 한 잔을 하고 잠시 쉰 다음, 칼라파타르 등정에 올랐다. 칼라파타르는 에베레스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로체나 남체 등 전망이 좋아 유명한 트레킹코스이다. 칼라파타르는 약

2시간을 꾸준히 올라야 하는 데, 처음과 마지막 구간은 경사가 심하나 중간은 완만한 편이다. 그러

나 높은 고도로 인해 걷는데 숨이 차다. 마지막 구간에는 너덜지대를 지나야 한다. 정상은 암봉이며,

바로 밑에 대피처 비슷하게 파인 곳이 있고, 만다라 오색기가 걸려 있는 깃대가 서 있다. 

롯지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한참을 기다리니, 오영훈 대장을 비롯해 등반대원들이 도착했다. 그곳

방 사정이 안 좋아 오 대장과 유선필은 그곳에 머물기로 하고, 서정환과 우리 일행은 베이스캠프로

향했다.

고락셉에서 베이스캠프로 오르는 길도 빙하지대 옆을 지나는 돌 많은 험한 길로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하는 힘든 길이다. 더욱이 우리의 캠프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의 맨 위에 자리 잡고 있

어 베이스캠프입구에 도착한 후에도 약 30분은 더 걸어야 했다. 고락셉에서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

우리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니 네팔 스태프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해 놓고 반긴다. 본부 겸 식당에

는 탁자와 의자가 있고, 주방은 돌로 단(壇)을 쌓아 설치했으며, 잠자리는 2중 텐트에 공기 매트리스

가 깔려 있어 편안 했으며, 별도로 화장실과 샤워장도 설치되어 있었다.

내가 머물 텐트를 배정받고, 짐을 정리한 후, 쌀밥과 된장찌개, 삶은 돼지 삼겹살 등 푸짐한 한식

식사를 했는데, 특히 삶은 삼겹살과 양배추가 일미이다. 더욱이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먹으니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 식사 후 밖에 나와 하늘을 보니 별빛이 휘황찬란하다. 이렇게 찬란한 별빛은 작년

안나푸르나 트레킹 때 보고 처음인 듯하다. 청정한 밤하늘엔 유난히 별이 많아 보인다.

텐트의 잠자리는 공기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이중텐트라서 매우 아늑하고 아늑해, 침낭 속에 드니

맑은 공기 속에 푸근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밤중에는 눈사태가 나는지 가끔 우레 소리 같은 요란한

굉음이 들리기도 했으나 매우 고요한 밤이다. 

■ 4월 12(목) 맑음

아침 식사를 하고, 1캠프로 오르는 빙하지대를 약 1시간 반 가량 걸었다. 빙하 언덕을 몇 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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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해 보이지만 처음 만나는 집에 들어가 점심을 주문했다. 이때부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 

식사 후 마을을 지나 경사가 심한 산 중턱으로 난 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눈보라 속

산길을 한동안 내려오니, 마랑렁 마을에서 저 아래로 보이던 보테강과 만나고, 다리를 건너 강을 따

라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2~3개 마을을 지나다 보니 우리가 머물 예정인 타메(Thame) 아랫

마을에 이른다. 이제 고도적응도 어느 정도 적응되어 저지대에서 걷듯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도 룽

덴에서 2시간 반이나 소요되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는데, 바로 롯지 아래 광장(마당)에서 독일 친구인 듯한 한 떼의 등산객들이

현지 포터 등과 네팔 전통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어깨춤을 추며 어울리는 것이 매우 즐거워 보였다.

그러나 다른 관광객을 생각해서인지 잠시 후 멈추어 곧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 4월 16일(월) 맑음

오늘도 매우 긴 여정이었다. 아침 7시 15분에 타메 아랫마을을 출발하여, 남체 바자르를 거쳐 루클

라까지 고도도 적응되고 분주한 걸음이었는데도 10시간이 족히 걸렸다.

타메에서 남체까지는 보테강을 따라 산 중턱에 난 길을 오르내리며 부지런히 걸었으나 2시간 반이

나 걸렸다. 중간에 계곡도 건너고, 계곡의 바위틈 사이로 폭포가 아름다운 용소를 이루는 다리를 건

너기도 했다. 이제는 길가에 나무도 상당히 우거져 시원하고 걷기가 편안했다.

남체에서 루클라까지는 며칠 전에 오른 길인데도 많은 곳이 생소해 보였으며, 강을 오가며 계속 오

르내리는 길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지난번에 점심을 먹었던 롯지에 들르니 주인이 반갑게 맞이한다. 피로가 확 가시는 기분이

다. 롯지에는 실내에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있어 오랜만에 샤워를 하니 마음이 매우 상쾌하다. 저녁

에는 현규하고 술도 한잔하며, 롯지 주인아저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 도중, 우리가 렌

조패스를 넘어 왔고 내가 67세라고 현규가 말하니 주인이 엄지손가락을 세운다. 

■ 4월 17일(화) 맑음

루클라에서 카트만두로 이동하는 날이다. 비행기가 뜨는지 걱정이 되어 눈을 뜨자마자 밖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다행히 이른 아침부터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소리가 들려 안심이 되었다. 아침부터

비행기를 기다리느라 계속 롯지에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의 비행기 탑승수속은 롯지 주인이 해주기

로 되어 있다. 어쨌든 오늘 카트만두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인이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

그런데, EBC에 있어야 할 유선필이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EBC에서 3일째 폐수종 증상

이 나타나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 지난 로부체 등반 훈련 때, 남체를 조금 지

나 고산증 증세로 인해 헬기로 내려온 적이 있다 보니 실패한 것 같아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

런데 이곳에서 1~2일 휴식을 한 후,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 걱정은 되었으나 내색을 않고 격려

를 해 주었다.

10시경 우리의 네팔 대행사인 Seven Summit Treks의 밍마 사장이 나타났다. 인도 등반대를 이

끌고 왔다고 하며, 우리는 헬기로 카트만두로 갈 것이라고 한다. 인도 등반대는 군인들인 듯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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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에는 오색기가 거센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으며, 앞뒤 방향으로 멀리 만년설로 덮인 설산과 바위

산이 산맥을 이루며 눈부시게 다가왔다. 고갯 마루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로 장관이다. 양쪽으로

펼쳐지는 하얀 설산들은 날카로우면서도 억센 자태가 충격적으로 다가와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로

부체의 봉우리와 능선들도 억센 모습으로 바로 코앞에 서 있는데, 고도관계로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았고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당낙에서 고쿄로 가는 길은 넓은 벌판을 불규칙하게 여러 갈래로 흐르는 개천을 끼고 걷는 완만한

오르막으로 시작된다. 길은 불규칙하고 돌이 많으며, 황량한 황무지를 걷는 기분이다. 고쿄리 가는

길은 심한 경사 길을 꾸준히 올라야 하나, 바위는 없어 부드럽게 느껴졌다. 피곤해 일단 롯지에 들어

휴식을 취하는데, 저녁이 되면서 눈발이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밖에는 쓸쓸한 호숫가에 지붕도 없이

눈 맞으며 야크가 애처롭게 서 있다.

■ 4월 15일(일) 맑은 후 눈

무려 10시간의 장거리 트레킹이었다. 고쿄를 아침 6시 20분에 출발하여, 렌조패스(Renjo Pass,

5360m)를 거쳐 첫 마을인 룽덴(Lungden, 4350m)까지 6시간 40분, 룽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마

랑렁 마을을 거쳐 타메(3800m) 아랫마을까지 약 2시간 30분,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이나 걸

린 힘든 트레킹이었다. 

고쿄에서는 고쿄리 산자락의 호숫가 길을 따라 20~30분을 걷다가, 개천을 지나 산등성이를 조금

오르니 빙하가 나타난다. 오늘 이 길은 우리가 처음 걷는 것 같다. 이른 시간이기도 하지만 모두 고

쿄리로 간 모양이다. 아무도 걷지 않은 살짝 덮인 눈길을 걷는 맛이 상쾌하다. 빙하는 눈이 덮여 있

어 별로 미끄럽지 않았으며, 경사진 빙하를 오르니 거의 평평한 눈 덮인 얼음길이다. 

바위틈을 이리 저리 돌면서 한참을 힘들게 올라 돌아가니 산등성이에 오색기가 펄럭이는 것이 저 멀

리 보인다. 렌조패스다. 처음 산 아래에서 생각했던 위치와는 엉뚱한 곳에 고갯길이 나 있는 것이다.

그곳에 도착한 것이 11시. 고쿄에서 3시간 40분이 걸렸다. 

산등성이에 오르니 우리 일행밖에 없고, 눈 쌓인 바위 능선에서 앞뒤로 전개되는 경치가 숨을 멈추

게 했다. 저 멀리 보이는 하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와 로체 연봉 같고, 반대편 멀리 보이는 것이 중

국과 네팔 국경에 있는 세계 6위의 초오유(Cho Oyu, 8201m) 연봉인 것 같으나, 말이 안 통하고 경

험이 부족한 포터들도 모르고 주위에 물어 볼 사람이 없으니 사진만 열심히 찍었다. 또한 산의 일부

가 구름에 가려 진면목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앞뒤로 흰빛을 품어내는 찬란한 히말라야의

연봉은 말로 다하기 어려운 장관이다. 고갯마루에서 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으며 20~30분을 보낸

후 하산을 시작했다.

하산길은 돌계단으로 되어 있으나 경사가 심하고 눈이 덮여 있어 아이젠이 없으면 위험한 구간이

다. 마지막 구간은 큰 계곡(Bhote Koshi Valley)과 만나는데, 멀리 아래쪽으로 보테(Bhote)강이 흐

르고 강을 따라 길이 보이는데 티베트로 가는 차마고도인 듯하다. 여기서부터 가파른 능선과 산중턱

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내려오니 롯지가 있는 룽덴마을이 나온다. 룽덴은 산 중턱에 있는 마을로 농

지도 상당히 있고 롯지가 3~4개 있는데, 출발하여 7시간 만에 처음 보는 마을이고 피곤도 하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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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찍은 몇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느낀 점을 간단히 정리

하고자 한다.

된장찌게 

집을 떠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특히 외국

에서의 산행은 식사 문제가 제일 클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산행

은 황제 산행이었다. 한국 음식을 잘하는 네팔 요리사 3명이 삼

시 세끼를 한식으로 들이댔다. 메뉴는 매번 바뀌었다. 된장찌개

를 히말라야에서 먹을 줄이야. 맛있게 먹었지만 살 빼는 데에는

실패. 떠나기 전 적어도 5kg 감량을 기대했었는데. 현 부단장이

준비한 보리굴비 안주는 서울에서도 먹기 힘든 비싸고 맛있는

안주였다. 그 덕에 보드카만 축냈다. 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기도

기상 악화가 계속되어 50일 이상 산에서 생활한 우리 대원들이

자랑스럽다. 금년에는 에베레스트 등반이 어렵다고 하여 많은

등반 팀들이 포기하고 하산했는데, 우리 대원들은 끝까지 남아

날씨가 반짝 좋을 때를 이용하여 정상 등정에 성공하였다. 금년

에도 11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던가. 우리 팀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 왔다. 일단 권태경 사장의 기도

빨이 일부 작용하였다고 믿어보자. 부처님 볼 때 마다 정성껏 기

도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때마다 모두 잘 될 거라는 답을 얻었다

고 하였다. 

말

페리체를 지나 지원2팀의 하산을 마중 나갔다. 반가운 얼굴들

이 속속 나타나는데 아니 5000m 산중에 말 타고 내려오는 김도

령과 셰르파 방자. 고산증이 심해 얼굴은 초콜릿. 식사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도와 줄 방법이 없다. 북한산은 날아 다녔는데 알다

서울대학교 농생대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보고서 209

10여명이나 되는 큰 규모였다. 

그러나 짐을 꾸려 헬기장으로 나가 아무리 기다려도 헬기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롯지 식당으로 오

니, 점심식사를 하고 기다리란다. 인도팀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헬기 조종사 등도 식당으로 들

어온다.

식사 후 다시 헬기장으로 가 유선필의 배웅을 받으며, 밍마 등과 함께 카트만두로 왔다. 카트만두

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안심이 되었다. 한국 식당에서 오랜만에 반주를 곁들여 삼겹살 김치찌개를

즐기고, 인근 타멜시장을 찾아 귀국준비를 하였다. 

■ 4월 18일(수) 맑음

오전에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13km 떨어진 박타푸르라고 하는 고적지 관광을 하였다. 박타푸르

는 해발 1400m에 위치한 7세기 초 네팔의 수도로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 8만 명의 도

시이다.

박타푸르에는 많은 고대 건축물과 탑들이 있는데, 그 조각이 매우 정교하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

은 것으로 생각되며, 고대에 이러한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다는 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우

유익한 관광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왕궁을 관람하려 했으나 관람시간이 아니고, 날씨가 더운데다가 피곤하여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네팔 대행사가 마련해 준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귀국 비행기는 중국 남방항공으로 밤 23시 15분(현지시간)에 출발하여, 중국 쾅조우(廣州)를 거쳐

다음날 9시 반경에 무사히 인천공항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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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증은 체력과 관계가 없다

이승구 | 명예지도교수

된장찌게

기도

말



라 아이들이 바쁘다. 한국에 돌아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 또 느끼게 된다.

우리도 네팔과 같이 어렵게 살 때가 아주 옛날은 아니다. 60년 전 전쟁 후에는 우리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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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모를 게 고산증이다. 여하튼 말 값만 1,700달러 들었다니

유선필이 탔던 헬리콥터보다는 싸다. 그런 선필이가 세계 4위봉

인 로체(8516m)를 점령하다니 가히 10대 불가사이다. 내 경우는

4000m에서 약간 느꼈고 푹 자고 났더니 그런대로 지낼만하여

천만다행이었다. 고산증은 체력과 관계없는 것을 실감하고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자란 여사

구자란 여사의 말 탄 모습이 폼 난다. 무릎에 문제가 있어 힘들

어 하셨는데 장거리 하행길이 무리가 되어 다리가 부어올랐다.

말 타고 낭떠러지 길을 내려가면 걸어가는 것 보다 더 위험하다.

부군 이승우 사장이 아내를 잘 부탁하려고 걱정스런 모습으로

말을 쓰다듬는다. 마부는 내려가다 자기 집을 보여주었고 네팔

라면과 감자를 대접하였다. 어머니가 담근 네팔 막걸리로 목을

축였는데 그런대로 향이 좋았지만 역시 서울장수 막걸리에는 견

줄 수 없다. 서울장수 막걸리를 그리며 마지막 하행 길을 재촉하

였다.  

마부

마부 집 앞에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다. 왼쪽부터 마부 아버

지, 구자란 여사, 마부 동생, 마부, 마부 어머니, 이승구, 이승우

사장, 김성수다. 집으로 들어가면 부엌 겸 거실이 있고 그 뒤에

침실이 하나 있는 간단한 거처다. 우리의 산골 인심과 같이 모두

순박하고 좁은 산골 텃밭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 큰

아들이 한국말을 서툴게 하면서 한국 여행사와 연결되어 한국

관광객을 안내한다. 농사 외에는 젊은이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

어 자기 몸무게만 한 짐을 산으로 나르는 일을 하는데 이 또한

내 눈에는 불가사의한 광경이다.  

화장터                     

활주로가 짧아 가장 위험하다는 루클라 공항을 떠나 카트만두

로 돌아 왔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듯이 느껴

지는 시내를 돌아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회교사원의 노천 화장

터이다. 아무리 문화 차이가 있다지만 태우고 난 재를 바로 앞

개천에 쓸어 붓는다. 그 개천에서는 황천길 노자 동전을 건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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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란 여사

마부

화장터



밥, 닭비빔냉면, 각종 부침개, 버섯전골 등등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지금 생각하니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어 내가 왜 큰 돈 들여 시간 들여(나는 LA부터 시작이니 거

의 한 달을 보냄) 이 고생을 하나 하며 만만한 남편에게 불평을 쏟아 부은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다.

지금도 그 높은 설산들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가 여유 있게 경치도 즐기며 가

고 싶다. 히말라야에 가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중독되어 다시 또 찾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간다.

모든 여정이 안전하게 성공한 것은 우리 모든 대원들의 화합과, 담라이, 4명의 키친보이, 밍마, 4마

리의 좁교 등 일행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덧붙여 마음이 에베레스트같이 높고 깊은 남편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좀 더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고 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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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히말라야를 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 그리고 내 짧은 언변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

7~8년 전 산에 다니는 후배의 말이 항상 뇌리에 있었다. 그 이후 내 버킷 리스트(bucket list)에 추

가되었던 것을 마침내 이뤘다. 이번에 농대산악회 50주년 기념행사에 에베레스트 산행이 있다는 소

식을 우연찮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 항상 가고 싶었지만 나의 신체적인 결함(거의 10년이 다된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곳에 꼭 가야된다고 강력히 권

유하는 바람에 EBC 트레킹이 시작되었다.

무릎이 안 좋아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이 60이라는 인생의 후반에 들어선 나 자신을 테스트

도 하고 싶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헬리콥터와 말까지 타고라도 가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여정에 나섰다.

미국에서 3, 4천m 산은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7, 8천m 넘는 산이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1350m)로 날아가 헬리콥터로 에베레스트 초입도시 루클라(2840m)에 도착

한 순간 앞에 보이는 5000m 높이의 하얀 설산에 갑자기 숨이 콱 막혔다. 이렇게 시작한 운행은 2,

3일 걸어가도 그 거대한 산들이 계속 내 눈앞에 펼쳐졌다.

EBC 코스에서는 캉주리 피크(6063m), 탐세르쿠(6618m), 캉데카(6783m), 아마다블람(6814m),

로부체(6135m), 푸모리(7165m), 눕체(7864m) 같은 거대한 봉우리들을 계속 보며 운행했다. 2, 3일

을 올라가고 내려와도 항상 내 눈앞에는 히말라야가 머물렀다. 그 웅장함과 거대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쨌든 한 발 한 발 옮기며 숨을 가다듬으며 내 페이스대로 트레킹하다 보니 앞서

가는 팀보다 나와 남편, 밍마는 항상 한 두 시간을 늦게 롯지에 도착했다.

특히 데보체(3820m)에서 몬조(2835m)까지 하루에 내려올 때는 거의 12시간이 걸려 롯지에 깜깜

할 때 도착했다. 그날은 너무 힘이 들어 피까지 토했다. 다음날은 말을 타고 루클라(2840m)까지 오

랜만에 느긋이 경치구경을 하며 운행을 했다.

나한테는 감히 생각도 못한 EBC 트레킹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큰 계기가 되

었다. 모든 대원들이 무사히 에베레스트, 로체 정상공격에 성공했음에도 감사드린다. 천천히 여유

를 가지고 한발 한발 오르면 누구나 오를 수 있다고 본다. 

고산증 극복에는 운행 중 물을 계속 마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밍마가 항상 내 물 2~3리터와 배

낭을 지고 오르내리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특히 운행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식사다. 감히 그렇게

높은 산에서 그런 화려한 밥상이 차려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쿡 담라이의 하루 세끼의 메뉴에서

반찬이 5~6가지. 매끼마다 미역국, 북어국, 김칫국, 된장국 등 다른 국이 나왔고, 저녁마다 푸짐한

요리가 등장했다. 집에서보다 훨씬 맛있는 식사를 보름 동안 먹었더니 살이 빠지기는커녕 입맛이 돌

아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다. 각종 메뉴를 열거하면 카레, 짜장, 삼계탕, 잔치국수, 수제비, 김치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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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같이 높고 깊은 남편에게 감사하며

구자란 | 지원대원(72학번)



■ 카트만두(해발 1400m) - 야무진 꿈

히말라야의 관문 카트만두 공항은 예상했던 대로 혼잡하고 시끄러운 3류급 공항이었지만 입국절

차나 화물 인수 등에서 여타 동남아 공항처럼 시간을 끌어 나를 더 짜증나게 하는 일은 없었다. 지저

분하고 부서져 가는 건물들, 좁고 더럽고 먼지 나는 도로 위에는 소와 개들이 태평스레 자고 있었고,

그 사이를 수많은 사람과 차들이 뒤섞여 이동하고 있었다. 우리를 태운 차는 용케도 아무 것도 부딪

치거나 죽이지 않고 무사히 YAK & YETTI HOTEL에 도착했다.

현지 여행사 사장인 밍마의 초대로 같이 저녁을 했는데 예상외로 젊은 사람이었다. 몸은 탄탄해 보

였고 얼굴은 총명해 보이는 호감이 드는 젊은이였다. 식사 도중에 자기소개 하기를 자기는 여행사

시작 전에는 등산 셰르파로 이미 8000m급 산 7좌를 등정했었기에 여행사 이름도 “SEVEN

SUMMITS” 라고 했단다. 현재는 8000m급 나머지 7좌의 등정을 모두 마쳤다고 했다. 본인의 주장

에 따르면 자기가 세계 최연소 14좌 등정자이며 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한 14봉 등정자라고 소개하였

다. 

식당에 갈 적에는 우리가 고객으로서 대접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우리가 사진이

라도 한번 같이 찍자며 달라붙어 접대하는 꼴이 되었다. 억울하지만 어쩌겠나. 세계 최연소는 몰라

도 14좌 등정했다는 것은 사실처럼 들리고, 그 당시의 나는 14좌는 고사하고 8000m 한 개라도 올

라간 사람도 본적이 없었으니까.

나도 이번 산행을 꼭 성공해서 체중을 줄여 왕년의 멋진 몸매로 고향에 돌아가야지.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는 최초의 5000m급 등정자가 될 테니 다들 같이 사진 찍자고 덤벼 들겠지, 그럴 듯

하고 멋진 싸인이라도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카트만두의 호텔 방에서 나는 야

무진 꿈을 꾸며 혼자 미소 지었다.

■ 팍딩(해발 2780m) - 착각의 자유

카트만두를 떠난 경비행기는 한 시간도 안 되어 히말라야 산중의 루클라에 내렸다. 활주로 뒤가 위

로 15도 이상 경사져 있었다. 가파른 산속에 활주로를 충분히 길게 만들 수 없을 테니 착륙시 최단거

리 정지를 위해 그렇게 만들었음은 이해되지만, 반대로 이륙 시에는 활주로도 짧고 게다가 아래로

경사져 있으니 아무리 프로펠라 경비행기라도 문제없을까 걱정이 되었다.

공항을 나서니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간간히 비 뿌리는 쌀쌀한 날씨에 대부분의 사

람들은 꺼칠한 얼굴에 쑥대머리를 하고,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에 슬리퍼만 걸치고 짐 지는 일을 얻

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현지 포터란다. 동네 마실 나온 것 같은 이 입성으

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저 높고 험한 길을 걸어서 과연 베이스캠프까지 갈수 있을까. 쓸데없는 감

상에 잠시 우울 했었다. 

우리의 셰르파 이름도 자기 사장과 같이 밍마였는데 덩치도 있고 얼굴 생김생김도 믿음직하게 보

였다. 집사람의 개인 배낭도 짊어져 주었고, 하산 시에는 지쳐 버린 내게서 배낭도 받아 메고 다른

대원에 뒤쳐져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했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임무라 하더라도 당시의 나로서는

정말로 고마웠다. 아! 이래서 셰르파족만 등산 안내원으로 쓰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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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해발 50m) - 잘못된 만남

산악반원도 아니었던 내가 감히 에베레스트원정대를 따라가게 된 것은 모

든 일을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하지 못 하고 그저 기분대로 결정하기 좋아하는

내 성격 때문이었다. 산악반원이었던 아내가 전부터 가끔씩 자기는 원정대를

따라 갈 텐데 당신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꺼낼 때 마다 ‘생각해 보지’ 하면

서 즉답을 피해 왔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에겐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완

전히 접어두고 있었다.

산행만 해도 20일이나 된다는데, 더욱이 우리 부부는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이상 회사를 비우는 것도 문제였고, 회사문제야 또 어떻게든 짬을 낸다고 하더라도 학교 졸업

이후 30년 이상을 등산과는 담을 쌓고 지내왔던 내가 이제 와서 나이 들어 시원치도 않은 발목과 무

릎으로 반 달 이상을,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산을 매일매일 오르고 내린다니 정말이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다.

올해 초 어느 날, 아내가 산악반 후배가 혼자 미국에 유학와 있는데 오늘 저녁이나 만들어 같이 먹

자고하기에 나는 별 생각 없이 동의하고 말았다. 아내는 우선 싱싱한 참치회를 소주와 곁들여 내놓

았다. 우리들은 처음 만났지만 오랫동안 친했던 선후배처럼 주거니 받거니 신나게 술을 마셨다. 후

배는 자기의 히말라야 등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놓았다. 히말라야 같은 고산에서는 산소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체중이 보통 4〜5kg은 빠지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고산등

반 중에는 산소부족으로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3000m 이상에서는 음주는 물론 흡연도 자연스레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다. 원수 같은 체중을 5kg이나 줄일 수 있

다니, 그렇다면 일거에 내 꿈의 체중인 77kg으로 된다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덤으로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20일간의 금주도 해 볼 수 있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나의 금연 시도에도 한번 확

실히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혼자만의 달콤한 생각에 빠져 나의 이성은 순간 흐

려지고 말았다.

자기가 산악반원이었다고는 하지만 여자도 가고, 나보다 나이든 선배도 간다는데, 육체 연령 40대

라고 자부하고 있는 내가 못 할 리 없지. 나도 왕년에는 한 등반 했었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쨌거

나 소주 몇 잔에 나는 간이 부어 버렸는지 지금까지 품어 왔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은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 버리고 말았다. 

“오영훈! 만약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도 5kg이 안 빠졌으면 너는 죽은 목숨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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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아무 일도 없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 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하자 자기들은 미

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인 덴버에서 온 산악회 회원들인데, 3000m 이상 고산에서의 음주는 자살행

위와 같다고 배워서 이번 산행에는 아예 술을 가져 오지도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체면상 아무 일 없었다고 능청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어제 밤은 히말라야에서 처음 겪는 악몽의 밤

이었다. 찬바람 들어오는 방안은 털모자를 쓰고 자도 너무 추웠고 머리가 지끈거려 수도 없이 깨어

나 두통약도 먹고 물도 마셔보고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더니 어두운 하늘 속에 눈으로만 만들어진 듯한 거대한 하얀 산이 머

리 바로 위에서 금방이라도 나를 덮칠 듯 무섭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마다블람인가 뭔가 하는 산

이라는데, 낮에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더니, 춥고 바람 부는 이 밤에 고산음주로 골이

지끈거리는 이제 와서 보는 그의 모습은 차라리 무서워 보였다. 

한밤중 찬바람 부는 히말라야 산속에서 드부제산장 변소 문을 부여잡고 나는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제부터 히말라야에서 더 이상의 음주는 없다”. 

뒤에서 아마다블람 산이 하얗게 째려 보고 있었다.

■ 페리체(해발 4240m) - 마지막 술잔

페리체는 고도가 4000m 이상이라는데 물론 숨은 차고 힘은 들었지만 심한 고산 증세도 없이 무난

히 도착했다. 지난밤의 두통은 아침을 먹고 걷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나 싶게 사라져 버렸고 마중 나

온 후배들을 만나자 이제는 여기가 4000m 고산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명랑해졌다.

언제 봐도 믿음직한 영훈이, 처음 보지만 진짜 산사나이 같은 정환이, 막내답게 귀엽게 보이는 선

필이(아니, 이런 꼬마도 에베레스트에 올라 갈수 있단 말인가?). 산악반 선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

으니 왜 할 말이 없겠는가? 자기들끼리만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저녁은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둔 농대 산악반의 공식만찬이 되었다. 나야 산악반원은 아니지만 장

가 잘 간 덕분에 비록 말석이지만 끼어 앉아 푸짐한 요리에 잔술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다. 어제 밤

에 한 나의 금주 선언은 한치도 내다보지 못한 짧은 소견머리의 극치였다. 하루만 뒤에 해도 좋았을

텐데, 정말 후회막심이었다. 

그렇지만 후배들이 세계최고봉을 오른다는데 나 개인만을 위해서 이 축하 술잔을 거절한다면 후배

들이 어찌 기운이 나겠으며, 선배들은 또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 마누란들 좋아하겠는가. 다행히

어제 밤 금주선언은 아마다블람 말고는 아무도 모를 테니 너 하나 눈 감으면 되겠지. 아마다블람아

용서해라.

나는 축하 소주 세 잔을 얻어 마셨고 결국 이 잔이 히말라야에서 나의 마지막 술잔이 되었다.        

■ 로부제(4950m) - 최후의 만찬

페리체에서 하루 더 쉬고 출발한 로부제까지의 길은 처음 한두 시간은 개천을 따라 걷기 쉽더니 아

니나 다를까 곧이어 가파른 절벽 같은 길로 접어들었다. 나무는 전혀 없고 바위와 흙과 돌로만 된 길

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야 로부제에 도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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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루클라를 떠난 우리는 정말 한참을 지루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나중에는 반대로 조금

은 힘들만큼 위로 올라가니 히말라야에서 첫 밤을 지낼 팍딩이였다. 우리 요리사의 첫 솜씨는 영계

백숙이었는데 소주를 반주로 정말 맛있게 먹었다. 오늘은 히말라야에서의 첫 밤이고 아직 2700m

밖에 안 올라 왔다니 일단 축하주 한잔하고, 금주 문제는 3000m 이상부터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로

했다.

걷는 것도 별로 힘 안 들고 걸을 만 했고, 숨도 안 찼고, 산장의 방도 깨끗하고, 변소도 쓸만하고,

영계백숙으로 안주한 소주도 맛있고 해서 히말라야에서의 첫 밤은 기분 좋게 흘러갔다.

‘히말라야 등반 뭐 별거 아니로군’.

■ 남체(해발 3450m) - 아내와 네비

팍딩을 떠나 점심때까지는 녹색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적당히 오르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조

그맣고 예쁜 동네도 지나면서 우아하게 걷더니, 점심 후 에 별안간 무지막지한 오르막길을 만났다.

오르막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가파른 절벽이라고 해야 맞다. 완전히 녹초가 돼서야 남체의 숙소

에 도착했다. 3400m라는 데 올라오는 데 힘은 들고 다리도 아팠지만 아직 숨이 차고 피로가 몰려온

다는 고산증세는 없었다.

숙소의 식당 옆자리에 대여섯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떠들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대만사람들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중국 본토 사람들이었다. 짧은 중국어 실력

이지만 대화해보니 자기들은 8년 전에 항주대학을 졸업한 동창들로서 변호사, 의사, 무역회사 이사

로서 해마다 두 번씩 중국 내에서만 등반을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1년에 두 번씩 해외 등반을 해 오

고 있다고 자랑을 했다.

중국의 놀랍도록 빠른 경제발전과 이제는 중국인들이 세계 명품시장의 큰손이 되었음은 나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히말라야의 산중에서 고산등반 중인 중국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예상 밖이었다.

이제 히말라야도 곧 수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점령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쓴웃음 지었다.

이번 기회에 집사람 말 듣고 히말라야에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이후에는 수많은 중국사람들에 길이

막혀 못 올 뻔 했다. 누구 말대로, 앞으로는 마누라와 자동차 네비 말은 꼭 자~알  들어야겠다.

■ 드부제(해발 3800m) - 금주 선언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다. 남체를 떠나 한없이 걸었고 영원히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던 드부제 산장도 어두워질 때 쯤 드디어 도착했다. 찬 눈까지 맞으며 도착한

드부제산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시골 주막처럼 붐비고 있었다.

산장에 온 다른 손님들은 모두 식당에서 파는 간단한 메뉴로 식사하고 있었지만 우리들만 전속 요

리사가 만들어 오는 맛있는 한식으로 했다. 김이 설설 나는 미역국에, 냄새가 죽이는 김치찌개와 돼

지불고기에 소주까지 주거니 받거니 그야말로 잔칫상이었다. 방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

움과 질시를 넘치게 받았다. 

우리는 몰랐었지만 손님들 중에 미국에서 온 교포 산악인들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를 보더니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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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캠프(해발 5400m) - 최고령 한국기록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계곡입구에서 멀기도 하지만 빤히 보이는 베이

스캠프까지 이렇게 오래 걸어야 될 줄은 몰랐다. 며칠 전 페리체에서 헤어졌던 대원들을 반갑게 다

시 만났다. 그들은 모두 건강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날씨만 좋아

지면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 갈수 있다고 해서 멀리 찾아온 선배들을 기쁘게 했다.

나는 이제 술도 음식도 다 접은 신세라 저녁식탁에 갈 필요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추운 개인

천막에 있을 수도 없어 식당에 와서 숭늉만 마시면서 초연하게 앉아 있었다. 모두들 주방장의 음식

솜씨를 칭찬해 가면서 부대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모르지만 소주까지 곁들여서 맛있게도 먹고 있

었다. 

“아니, 도대체 소주를 얼마나 가지고 왔기에 아직도 남아서 남의 심사를 이렇게도 긁는단 말인가.”

음식 냄새만 맡고 있기가 괴로워서 밖으로 나왔더니 장 선배가 혼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얼씨

구! 저 양반은 또 무슨 복을 얼마나 타고 났기에 저 나이에 5500m나 되는 이곳에서 술도 마시고, 거

기다 담배까지 피울 수 있단 말인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심사가 편치 않았다. 저 선배 나이라면

아마 전 세계에서는 몰라도 최소한 한국인 중에서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음주와 흡연을 모

두 한 최고령 기록이 아닐까?

다음날 낮에는 날씨가 맑고 따뜻하기까지 했다. 계곡을 건너 눈 덮인 에베레스트의 전진 캠프쪽으

로 올라가서 웅장한 설산을 배경으로 증명사진도 찍었고 눈 위를 걸으면서 멋도 부려 보았지만, 산

날씨라 금방 어두워지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고 나에게는 다시 악몽

의 시간이 돌아왔다.

아내를 위시해서 모두들 따뜻한 식당 천막 안에서 맛있게도 먹고 마시고 있는 옆에서 나는 어제와

같이 애꿎은 숭늉그릇을 붙들고 나의 불행만 씹고 있었다. 내가 계속해서 며칠째 먹지 않고 있으니

섭섭하게도 아내마저 ‘그러려니’ 하고 권하지도 않는다.

내가 드부제 산장에서 김치찌개와 돼지불고기에 소주를 들이킬 때 한없이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

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제야 가슴을 친다. 그저 빨리 날이 밝아서 사람 사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 몬조(해발 2832m) - 눈물 젖은 비빔냉면 

베이스캠프를 떠나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온 길을 되짚어 가는 것이고 10일 걸려 올라 온 길을 4일

만에 내려 왔다. 로부제에서 1박, 드부제에서 1박 후 산속 최후의 숙박지 몬조까지 내려오는 도중의

이야기는 별로 쓸 것도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무지막지 주린 배를 움켜지고 가파른 산길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바닥만 보고 내려 왔었으니까.

배는 무지하게 고팠지만 힘이 없어 못 걸을 정도는 아니었다. 일주일을 완전히 굶었는데도 아직도

걸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과다 체중이 꼭 나쁘다고 비난 할 것만도 아니지 않는가. 원수의 점심 식사

자리를 피해서 변소를 갔다 돌아오면서 본 점심메뉴는 비빔냉면이었다. 김치와 고추장으로 빨갛게

비빈 사리는 큰 사발에 듬뿍 담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싱싱한 오이채까지 얹어져 있었다. 더구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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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 도착 한 시간 전부터 발목이 심하게 아파왔다. 산장이 보이자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무

리하게 걸음을 재촉했고 더구나 산장입구의 높은 계단을 너무 급히 올라갔다. 식당 속 따뜻한 난로

가에 앉는 순간, 정말이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깊은 피곤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먹기도 싫고

마시기도 싫고 심지어 눈도 뜨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꼼짝 않고 잠들고 싶은 생각뿐 이었다. 

아내에게 끌려와서 앉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한잔하라고 내민 술은 냄새도 맡기 싫었다. 몇

숟갈 떠 넣은 밥도, 황태국도 그 맛있었던 전라도 갓김치도, 오징어젖도 아무 맛도 없었고 빨리 가서

자고 싶을 뿐이었다. 숭늉에 들어있는 누룽지 몇 숟가락을 겨우 먹고 침낭으로 철수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산증세가 왔나 보다. ‘그래! 이럴수록 잠을 자면 안 된다지. 좀 더

활동을 해서 이 증세를 극복 해야지’ 하는 생각은 머릿속 뿐이고 몸은 침낭 속에서 밤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로부제에서 하루 쉬는 스케줄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정말로 현명하고 훌륭하신 분이

심에 틀림없으시다. 덕분에 로부제에서 하루 더 쉴 수 있어서 나는 피로 증세로부터 회복되었고 식

사도 조금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혀 맛을 못 느꼈다. 

그나마 로부제에서 쑤셔 넣은 그 맛없던 저녁이 히말라야에서의 나의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그 누

가 상상이나 했었을까?

■ 고락셉(해발 5100m) - 굶는 게 약이다

로부제에서 고락셉까지는 호흡은 힘들지만 길 자체는 걸을 만 했다. 페리체에서처럼 극심한 고산

증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비스타리 비스타리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 했던 설사가 나를 덮쳤다. 

고산에서는 잘 모르면 무조건 다 고산 증세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고산증성 배탈이란

다. 아마 전문 산악인들은 모를 테지만, 내가 단언하건대, 예의 바른 아마추어들의 고산등반에는 고

산피로보다 고산설사가 훨씬 더 치명적이다.

여기는 너무 높은 곳이라 나무도 없으니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는 적당한 자리를 찾으려면 길에서

벗어나 비탈 위나 아래로 한참을 가야 되지, 산은 가팔라서 쭈그려 앉기도 힘들지, 눈보라는 불어서

아랫도리는 얼어오지,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다. 

간신히 일을 마치고 숨이 턱에 차서 비탈을 기어올라 와 보면, 동료들은 벌써 저 앞 언덕을 넘어 가

고 있었다. 그때 느꼈던 참담한 기분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몇 번이 반복 되자 이제는 낭패

감을 넘어 자신에 대한 분노로까지 이어졌다. 

맛도 없고 먹기도 싫었던 그 놈의 밥을 마누라 등쌀에 괜히 먹어 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하

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 내일부터는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살수는 없다. 찾아갈 병원도 없

고 아픈 배를 만져줄 할머니의 약 손도 없는 이 첩첩 산중에서 내가 따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기신 말씀뿐이었다.  

“손자야, 굶는 게 약이다.”

결국 이후 몬조에 도착 할 때까지 숭늉과 홍삼 사탕만이 나의 유일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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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혹은 계란 프라이에 소시지와 베이컨으로, 저녁은 포도주와 양식 뷔페로 혹은 삼겹살과 소주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지나간 기간 동안 산에서 굶주리면서 쌓였던 울분과 서러움을 깨끗이 씻어 내는

데 전력을 다했다.  

■ 서울(해발45m)-도로아미타불  

반 달 만에 다시 만나 본 세 명의 후배들은 모두들 꺼칠하지만 건강해 보였다. 등반에서 돌아온 후

여기저기 축하 자리에 불려 다니느라 바빴고 이제는 곧 다시 본업으로 돌아 간단다.

나는 그들이 처음 세웠던 목표를 훌륭히 달성한 것보다도 모두들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진

정으로 기뻐해 주었다.

너희들 각각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앞으로도 이번 등반처럼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

고 저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듯이 한발 한발 전진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인들 못

할 리 없을 거다.

돌아 온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나의 몸은 다시 원수의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등반에

서 돌아온 후, 그렇게 헐렁하던 나의 옛날 바지들이 이제는 다시 허리에 끼기 시작 했다.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히말라야에다 버리고 온 나의 원수들은 어떻게 왔는지 거의 다 나에게로 돌아와 있었

다. 내가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그 까짓 것, 이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영훈이가 히말라야에 가서 무슨 연구를 한다는데 내년에 아내와 같이 가기로 했으니 거기가 어딘

지 모르지만 히말라야라니까, 아무 때나 가기만 하면 5kg 정도야 확실하지 않겠어”  나는 도로 돌아

온 원수들을 데리고, 멋있는 몸매의 꿈은 접은 채,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있게 풍겨 나오는 참기름 냄새는, 온 산의 파리도 그랬지만, 일주일째 온전히 굶고 있던 인간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자극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식탁으로 다가 갔지만 슬프게도 거기에는 내 몫의 냉면은 없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식사 열외였나 보다.

아내가 먹다 남긴 냉면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의 감격을 나는 도저히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먹어온 비빔냉면이지만 이 맛은 그 맛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르

다. “천상의 맛” 이라고나 할 까. 죽은 이태백이 살아와도 그 때 그 맛을 글로는 도저히 표현 할 수

없으리라.

먹다 남긴 비빔냉면 반 그릇을 게눈 감추듯 먹고 나자 곧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배탈 걱정이 몰려

왔다. 참기름 냄새만 아니었어도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 풍기텡가부터 몬조까지 나는 이제나 저

제나 설사를 기다리며 그 험하고도 무지막지한 비탈길을 계속 조마조마하며 내려왔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설사는 몬조에 닿을 때까지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그때 별안간 안내책자에서

읽었던 말이 머리를 쳤다. “어떤 고산 증세든지 발생한 고도 이하로 내려오면 즉시 해결 된다.” 나의

고산 배탈은 로부제와 고락셉 사이에서 시작됐으니, 하산 시 적어도 로부제를 지나서부터는 이미 해

소 되어 있었을 텐데, 분하고도 원통하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틀이나 더 생으로 굶고 왔던 것이 아

니었을까. 정말이지 모르면 죽어야 된다니까.

밤 늦어 도착한 몬조의 산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실까지 딸린 방에 들

었다. “반달 만에 처음 하는 뜨거운 샤워 맛을 니들이 알겠냐?. 반달 만에 뜨거운 물로 발 씻고 머리

감는 이 맛을 니들이 상상이나 하겠냐고?”   

샤워가 끝나면 1주일 만에 먹는 저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니 샤워를 하면서도 콧노

래가 저절로 나왔다.

■ 카트만두(해발1400m) - 꿈은 이루어진다

아내는 무릎이 아파서 몬조에서부터 루클라까지 말을 타고 갔다. 도중에 마부의 집에 들려서 좁쌀

로 만들었다는 네팔 막걸리와 무지하게 매운 네팔 라면을 얻어먹었다. 페리체에서 마지막 술을 마신

후 거의 10일 만이다. 내 생애 최장 기간 금주 기록이다. 히말라야 등반 중 덤으로 얻은 수확이다.

흡연 문제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옆에 있었지만 한대도 얻어 피우지 않았으니 그런대로 제대로 대못

을 박은 셈이 되겠지. 

카트만두에 도착해서는 이전에 묵은 호텔에 들었다. 나는 제일 먼저 저울을 찾았다. 나를 이 눈물

과 고통의 땅 히말라야로 끌고 온 제1의 웬수인 나의 체중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꿈의 체중 77kg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물론 불쌍하게도 배탈로 굶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어쨌

거나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히말라야 만세다! 동시에 애꿎은 영훈이의 목숨도 살아났다.

그래 이번 등반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결국 꿈을 이루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축하할

일만 남았다.

그날 이후 서울로 돌아 갈 때까지 매일 매일이 잔치였다. 아침은 버터와 쨈을 듬뿍 바른 토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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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서울농생대산악회 원년 멤버로서 우리 산악회가 세계 최고봉 등정이

라는 위업을 달성한 지금 감격스런 마음에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회고담에서 언급한 일이 있지만 50년 전 5월 어느 주말 나는 오인광, 진교춘

과 함께 선인 전면 B 코스 바위틈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만식을 회장으로 학교에 단체 등록한 것은 그보다 2년 늦은 64년이지만

우리 산악회의 시작을 62년으로 정한 것은 오인광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산

행의 뜻을 세우고 동지를 규합하여 본격적으로 암벽등반을 포함한 산행을 시

작한 때로 보아 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전보다 인원도 많이 줄고 우리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 산악단체들도 많고 또 서울

대학교 안에서도 쟁쟁하던 단과대학 산악반들의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한 지금 우리 회원들이 이룩

한 업적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20년 전 아들이 공대 산악반에 입회한 후 나에게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회원들의 구성이 서울 사

람보다는 지방출신들이 많고 재수생들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수 년 전 에베레스트 정상 목전에서 좌절의 아픔을 겪었던 오영훈 대장의 정상 등반 성공, 작년에

정찰 등반 도중 컨디션 난조로 후송의 좌절을 겪은 경험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여 금년 최초로 로

체 등반 성공한 유선필 대원, 이들 두 사람 모두 실패에 굴하지 않은 도전의 결과이어서 더욱 두드러

져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상을 목전에 두고 물러나야 했던 서정환 대원의 어려운 결정에 찬사를 보내면서 정

확한 판단에 따라 물러날 수 있는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상에 도전하였던 대원들의 활동 못지않게 그 동안 계획을 다지고 준비하여온 진교춘 단장과 현

중섭 부단장, 이승구 지도교수님, 서윤섭 사무총장, 정성교 훈련대장 등등 공격대원들을 응원하고

뒷바라지에 온 힘을 기울여 온 여러 회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달 초 대원들이 히말라야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산호세의 어느 식당에서 김광한, 한상봉과 자

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현중섭 부단장의 압력(?)에 의해 부인들 모르게 상당한 후원금을 보내면서

인광을 떠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광이 살아 있었더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후원하였을 터인데

이정도 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후원하였다고 하더군요.

해외의 회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응원과 농생대 동창회장님과 장비 업체 사장님을 포함한 여

러분의 후원이 오늘의 영광에 밑거름이었음도 잊을 수 없습니다.

50년 동안 꾸어온 우리의 꿈을 현실화시켜준 자랑스러운 후배들과 2백여 우리 산악회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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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와 로체 등정을 축하하며

전양 | 고문(61학번)

서울대 농생대산악회의 오영훈, 서정환, 유선필 회원들이 2012년 5월 19일

에 이룬 에베레스트 정상과 로체정상의 동시 등정과 안전귀환은 우리 산악회

원 모두들을 간절한 기원과 조심스러운 기대감으로 등반소식을 기다리게 하

고, 감격스러운 희열과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한 중요한 사건이며 관

심사였다. 그리고 우리 산악회가 드디어 해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던 꿈 중의 하나가 실현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감격적인 순간에 잠시 내 마음은 우리 산악회 결성 초기인 1964년도 지리산 종주와 암벽

등반, 1965년 초 동계 설악산 등반의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오합지졸같이 급조된 등반 팀, 초라

하기 짝이 없는 등산장비와 식량, 두 줄을 엮어 맨 자일, 군화와 물들인 군복, 매일 한두 개의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 국산 철제아이젠, 엉덩이에 찬 개털방석, 어처구니없이 무겁고 둔탁한 코리안 부츠 등

등.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그 당시 우리 산악회원들을 함께 묶는 이상과 긍지가 있었

다. 산이 좋고 산 벗들이 좋아 함께 모인 우리들은 남들이 무어라 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산이 주는 여러 도전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대응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자신들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이것들을 후배들에게도 열심히 알려 주어  우리들과 이상을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키

워나가고 싶은 열망과 꿈이 있었다. 그렇기에 여러 어려운 환경 중에도 열심히 합심하여 산악장비 전

시회 등을 통하여 우리를 알리고  꾸준한 암벽등반과 장기 등반 등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어 갔다. 그

런 과정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등반은 우리 모두에게 아득한 그러나 이루고 싶은 아련한 꿈이었다. 이

제 이런 꿈을 현실로 이룬 50살이 된 우리 산악회를 어찌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번 등반의 성공을 보는 회원마다의 시각은 다 다르겠지만 내 개인으로는 이번 에베레스트 등반

의 성공적인 완결은 우리 서울대 농생대산악회 회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정체라고 감히 자

부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베레스트 등반대원들의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에베레스트 등정

이전에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봉우리들을 우리 산악회 회원들이  합심하여 지혜롭고 끈기 있

게 극복하였기에 성공적인 등반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 첫 번째 봉우리는 에베레스트가 우리 산악회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에 어떤 이유로 거론되

었고 확정되었는가 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두 번째 봉우리는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에베레스트 등반의 재고를 요구하는 일부 회원들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강한

우려를 어떻게 잠재우며 시종일관 추진할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 봉우리는 서로 생활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들과 지원 단체들을 설득하여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회원 중에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액수를 쾌척한 경우도 있

에베레스트 정상을 함께 다녀온 우리들

안상원 | 회원(64학번)



우리 산악회가 2012년 5월 19일 드디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산악회

기를 꽂게 되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고, 또한 감동스런 순간인가?

연이어 들려오는 세계 4위 고봉 로체에 또 하나의 깃발을 꽂았다. 농대 산악

회의 회원으로서, 또한 이번 원정 준비 과정에 관여하였던 대원으로서, 너무

도 기쁘고, 고마운 일이다. 

이번 에베레스트와 로체 동시 등정은 일반 대학산악회에서 좀처럼 해내기 힘

든 결과이기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등반 대원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 산악회의 저력에 새삼 가슴 흐뭇해진다. 또한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원정 준비, 등반대의 운행과 등반을 실행해온 원정 대원들께도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 산악회는 1960년대부터 줄기차게 히말라야를 외치며 부단히 ‘하야’의 메아리를 만들어왔다.

해외 큰 산 등반을 위한 시초는 아마 1965년 농대산악회 적설기 설악산 동계초등반에서부터 시작된

다. 당시 적설기 등반이 원활치 않았을 때 오인광, 진교춘, 김유중, 김광한, 안상원 회원이 백담사로

해서 대청봉을 거쳐 비선대로 내려오는 등반을 시초로 동계 등반은 항상 히말라야를 위한 준비 훈련

이 되었다. 이후 거벽등반의 준비과정으로 1976년 설악산 달마봉 서벽개척등반(등반조 : 김창진, 박

완수, 여갑환, 김재철, 지원조 : 최태환, 홍성종, 노윤, 최재호, 하충완, 김대현, 박승환)이 이루어지

고, 1981년에는 일본 북알프스 동계등반(지도교수 : 김태욱, 신의성, 등반대원 : 전병성, 이춘식, 이

태영, 이동수, 최만엽, 이경학, 강현규, 오병주)이 이루어지며 산악회의 히말라야를 향한 마음은 좀

더 간절해진다.

그 이듬해인 1982년에 대학산악연맹 히말라야(안나푸르나)정찰대에 우리 산악회의 안종건, 이승

환, 최호 등이 참여하면서 원정의 갈증을 더욱 느끼게 되었으나,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로

인해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야(higher)의 메아리는 1989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를 성공적으로 등반하면서 고조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산악회의 첫 공식적인 해외 고산등반대는 박시한 회원을 대장으로, 구경모,

신구택, 김기홍, 정철의로 구성되어, 당시 등반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캐신리지를 통해서 정상등정

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등반대원 중 한 명이 동상에 의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게 되는 사고 아닌

사고로 인해, 또 다시 해외 거봉에 대한 계획이 잠시 미루어진다. 그 와중에도 1993년 정철의, 노수

경, 김기홍, 김형익, 김태욱(지도교수)의 미국 요세미티 등반대는 짧은 원정 기간 동안 하프돔 북서

벽, 엘캐피탄 노즈와 사라테를 연속으로 등반하면서 산악회의 등반력을 향상시켜 왔다. 

시간은 자꾸 흘러 산악회의 40주년이 다가올 즈음 우리 산악회는 백두대간을 종주하고(당시 회장

허정회), 연이어 한북정맥, 한남정맥, 낙동정맥 등을 완주하기 이른다. 탄탄한 조직력과 기동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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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해야 하는 입장인 회원인데도 모금소식을 듣고서 흔쾌히 거금을

낸 회원을 알고 있다. 아마 상당수의 회원들이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이나 우리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등반이라는 긍지로 기꺼이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초기의 우려를 극복하고 우리는 그 목표 금액

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네 번째 봉우리는 이번 등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준비 과정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표를 만들고 추진을 일일이 확인해 나가는 단계였을 것이다. 소소한 모임부터

최종대원의 확정 등 변수가 많은 사항들을 검토하고 확정 짓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

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봉우리는 등반대원들이 등반 도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판단

하고 결정을 내려 결국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들과 결단력일 것이다. 나는 이번

보고서 어느 곳에 이와 같은 봉우리들을 어떻게 지혜롭고 용기 있게 넘을 수 있었다는 글을 보게 되

기를 원한다. 그것은 아마도 에베레스트 등반이상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며 후배들에게

유익한 경험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겪는 일이지만 엄청나게 큰일을 치룬 후에는 허탈감에 빠지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산악회도 이런 증상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우리 회장단이 이점을 잘 파악

하여 우리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에 더욱 힘을 주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건수를 마

련하여 좋은 동기부여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 산악활동이 이제는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에 속하는 활동이라 하여 대학생들이 기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데 온통 신경을 쓰는 세태인지라 타

대학의 여러 유명산악회들도 이미 사라졌다고 하는 데 그나마 우리 산악회는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는 있으나 절대로 안심할 형편이 아니다. 우리 회장단은 이번 등반성공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산

악회 회원 간의 단합과 활성화 또한  대학지부의 회원이 증가되고 활동이 증대되는 계기로 잘 삼았

으면 하는 기대를 하여 본다. 

우리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등반준비위원들과 등반대원들, 그리고 마음을 합

하여 이번에 큰 역할을 한 65학번의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한 에베레스

트 등반 소식을 우리와 함께 듣고 마음껏 즐거워했어야 할 먼저 가신 여러 회원들과 지도교수님들이

회상이 된다. 특히 산과 우리 산악회를 향한 대단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던 오인광형(62), 전병

성(64), 강신영(66)들을 떠 올리게 된다. 이러한 분들의 꿈과 헌신, 그리고 보여준 개성 있는 인품들

은 우리 모두의 뇌리에 기억되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며 우리 산악회의 발전과 결속에 큰 기

여를 해오고 있다. 비록 이 감격스러운 쾌거와 기쁨을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고

인들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있어 이번 등반대원들과 함께 여러 봉우리들을 넘고 넘어 에베레스트와

로체봉을 딛고 무사히 귀환하여 우리 이상으로 그 기쁨을 만끽하였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기에 나

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산악회 회원 모두가 함께 다녀온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 농생대산악회원 모두가 이 큰일을

해냈다고요!!! 이 뿌듯한 마음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산을 향한 열정과 산 벗들의 아름다

운 우정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산악회여 힘을 모아 힘차고 끈기 있게 그 걸음을 다시 옮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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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의 메아리

정철의  | 회원(87학번)



이후 2011년 12월 등반대는 훈련등반의 성격으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경유하는 원정계획을

세워 오영훈, 서정환, 유선필이 떠났다. 그러데 유선필군이 고소적응에 실패하면서 폐수종을 앓고

중간에 후퇴한다. 그러나 오영훈 서정환은 계획된 등반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다. 이 후 유선필군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 그 후 1월말에 진행된 북한산 훈련등반에서 만난 유선필은 완전히 의

지가 꺾여 있었고 거동하기도 힘들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 고민의 과정을 잘 견디어 내

고 다시 원정대에 합류한 것이 이번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큰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등반 계획에서부터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등반을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회원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악회가 추구해왔던 끈끈

한 정, 산에 대한 열정, 그리고 불굴의 추진력이었다고 본다. 나는 8단위로써 6단위 선배 회원들의

산에 대한 열정을 감히 따라가지 못한다. 그분들의 열정이야말로 우리 산악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다. 그러한 열정이 추진력을 가져왔고, 또한 그 추진과정에서 현중섭, 서윤섭, 김성수, 김태용 회원

들의 이타적인 열성으로 등반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등반에 참

여한 등반대원의 등반능력, 팀워크, 헌신은 두말할 필요 없다. 특히 팀의 막내로써,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잘 이겨내고 산으로의 열정을 토해내었던 유선필군, 그의 참여는 산악회와 등반대 성공의 큰

열쇠이었다고 생각된다. 서정환의 용감한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정환이와 비슷한 상황을 2009

년 아콩카구아 등반을 할 때 나도 겪었다. 당시 우리 팀에서는 오전에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었으

나,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거리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가장 앞서가고 있

는 데 박완수 회원, 문민규 회원이 한 시간 반 정도의 차이를 두고 뒤따라오고 있었다.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가이드나 셰르파의 도움도 없이 그 이상 진행하였을 경우, 다음 상황에 대한 확신

이 서지 않았었다. 한참 기다리다 셋이 모여서 잠시 논의를 하고 주저 없이 하산, 후퇴를 결정하였

다. 고도 200미터를 남겨 두고. 

마지막으로 오영훈 등반대장의 노력에 크게 감사한다. 오영훈 회원은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히

말라야에 접근해 왔고, 미국에서 학위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학업을 연계함으로써, 이번 등

반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나는 항상 우리 산악회 같이 멋있는 집단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런 집단의 구성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번과 같이 큰 준비를 하는 데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죄스러움을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물 속에 잠시 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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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40주년의 기념행사로, 다시 히말라야 임자체 등반대를 꾸렸다. 임자체에 이어서  또다시 히

말라야 소규모 원정대를 조직하면서 우리 산악회의 5대륙 최고봉 등정을 50주년의 목표로 설정하

였다. 

드디어 2008~9년 겨울 남미 최고봉인 아콩카구아 원정대가 조직되었다. 물론 직장 등 소속집단

과 시간이 달라 단체 훈련은 많이 하지 못하였지만, 개인 훈련을 충실히 한 대원들을 중심으로 등반

조와 지원조로 나누어 원정이 이루어졌다(단장 진교춘, 등반대 박완수, 정철의, 서정환, 문민규, 등

반지원 현중섭, 장경철, 장낙필, 안국전 등). 등반 과정에 많은 사건들은 있었으나 등반은 빠듯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상공격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정상 직하에서 체력이 고갈되어 고도 200미터

전에서 후퇴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산악회의 등반 능력에 대한 의구가 들기도 했다. 이후 오영훈,

박지영, 박경일, 문민규 등이 유라시아 최고봉인 엘부르즈를 등정하고, 에베레스트에 대한 준비로

들어선다. 

에베레스트 목표 설정과 추진력

2009년부터 시작된 에베레스트의 준비는 막연한 준비의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우리 산악회

의 등반대원인 오영훈이 박영석등반팀에 합류하여 에베레스트를 시도하였고, 서정환 역시 히말라

야 고산의 경험을 꾸준히 쌓아왔다. 또한 원정 추진위원회가 2010년 초에 만들어지면서 기획, 예산,

대원섭외, 행정, 훈련 등의 분과로 업무를 나누면서 본격적인 원정준비를 하여 왔다. 기획은 현중섭

회원이, 행정은 서윤섭 회원, 예산은 김태용 회원, 훈련은 정성교 회원이 맡고 실질적인 등반 준비

및 등반 계획은 오영훈회원이 이끌었다. 이 원정 계획을 세우면서, 산악회 내에서 여러 의구와 의견

이 존재하였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점은 역시 대원의 선발이다. 실상 선발이라고 하면 여러 후보들 중에서 선

택을 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대원 모집 자체가 힘들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5명 정도의 등반조

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트래킹조로 하여 등반을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시작되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등반 대원이 구성되지 않으니, 훈련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되기가 힘들었다. 이 글을 쓰는 나조차도

등반에 참여할 의사는 있으나, 훈련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못하였고, 또 2012년 초까지도

등반 의사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2012년 초에는 산악문화협회의 힘을 빌려 학교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았지만 도저히 학교에서 시간을 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직장에 매인 몸으로 과

감히 떨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란! 이러한 문제는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공통적일

것이며, 그나마 자유로운 학생 회원을 중심으로 등반대가 꾸려지게 되었다. 와중에 간혹 회원들이

우려가 들여왔다. 과연 에베레스트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 산악회에서 에베레스트를 경험한 회원이

많지 않고, 그 만큼의 등반력을 가진 회원이 적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다. 둘째, 상업화된 등반 현

실에서 상업적 등반으로 에베레스트를 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에베

레스트 등반 추진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계획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대원 확정 등,

소처럼 뚝심 있게 일정대로 계획을 진행시켰다. 2011년 4월 경 일단 예상 등반대원이 정철의 오영

훈, 서정환, 유선필로 정리되고 추가적으로 학생회원들을 예비후보로 하고 훈련계획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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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륙 최고봉 원정이 기획되었던 10년 전쯤부터 나는 이미 자유롭지 못한

대학원생이었고, 직장인이 될 나에게 해외원정은 너무나 아득한 이야기였다.

하나씩 하나씩 원정대가 꾸려지고, 등반대가 원정을 다녀오고, 경사스럽고,

무사귀환으로 안도하기도 했었고, 축하할 일들이었지만 나와의 접점이 그렇

게 많지는 않았다. 단지 반갑고, 안도하고, 축하하는 마음…. 나의 꿈과 미래

와 연결되는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번 에베레스트 원정의 경우에도 여건이 된다면 가고싶은 마음은 있지만

해외원정 경험도 없고, 3달을 쉴 수도 없는 직장인인 나에게는 다만 무사히, 성공적으로 다녀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성공한다면 우리 회의 경사스러운 일이므로 더 즐거울 테고….

에베레스트!

그곳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다녀오는지, 다녀와서 기분은 어떤지,

정상에서의 느낌은 어떤지,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지 전혀 나와는 먼 세상의 이

야기였다.

하지만 이번 에베레스트는 달랐다. 특히 원정대 해단식에서 보여줬던 에베레스트의 모습은 나를

흥분시키기 충분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오영훈 대장의 상세한 설명과 이번에 있었던 사고소식, 그리

고 오영훈의 생생한 정상에서의 느낌은 나에게 새로운 꿈을 만들어주었다.

물론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 회는 우리의 꿈만으로는 성장하기 힘들 것이고 개개인

의 꿈만으로도 움직이기 힘들 것이다. 개개인의 꿈과 우리의 꿈이 합쳐져야 더욱더 빨리,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Top of the World를 등정한 이후, 이런 우리의 꿈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 앞으로의 숙제이

지만, 이런 우리의 꿈을 실현하면서 나처럼 우리의 꿈과 교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래

야 우리의 꿈은 더 발전하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을 떠나 관악으로

오게 되면서 더더욱 이런 단단함이 그리워지고 있었는데 이번 에베레스트 원정이 이 계기가 되었으

면 좋겠다. 따라서 이번 원정대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던 형들과 원정대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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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 했던 1인의 심정

이창근 | 회원(97학번)

5월 21일 한창 학교에서 바쁘게 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다.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사히 등정을 성공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고, 산악회 소속의 회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다. 영훈형, 정환형 그리고 선필이 모두 산행을 하고, 술잔을 나누

면서 맺어진 가족과도 같은 형·동생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다. 등

반실력이 뛰어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히말라야 산행이라는 것이 실력만 가

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산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 소식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었다. 

이 세 명의 도전은 개인적인 도전이기도 했지만, 우리 산악회의 도전이기도 했다. 비록 원정대에

참가를 하지는 못했지만, 후방에서 원정준비가 잘 되도록 도우면서 208명의 정회원들 그리고 현재

재학생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원정을 준비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원정 성공을 계기로

우리 산악회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산악회 활동을 하다 보면, 왜 산에 오르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이 질문에 대답은 각자 가지고

있고, 그 대답은 모두 다를 것이다. 내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도전의 기회를

얻는 것이며, 도전의 과정에서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극복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전이라는 것은 개인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같이 하는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

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야 겨우 산을 오르는 것의 의미가 인생과도

같다는 말이 와 닿기 시작한다. 인생은 도전하고, 시련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혼자 하

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원정은 우리 산악회 자체의 커다란 도전이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이 있었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극복했고, 우리 모두 같이 하였다. 우리 산악회 자체가 이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50년을 지켜왔다. 그리고 이번 원정은 우리 산악회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힘든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준 영훈형, 정환형 그리고 선필이, 그리고 OB 형님들 모두 존경

스럽고, 작게나마 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과거의 서울농대 산악부의 50년

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은 우리 선배 형님들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을 사랑하시고, 산

에 다니는 후배들을 사랑해주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해야 될 때이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몫은 선배 형님들의 사랑을 가득 받아온 우리 재학생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도 서울농대 산악회의 전통과 영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도전

서진원 | 재학생지부장(0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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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대학교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영

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행사 사장으로서 이번 원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여러 가지 추가로 노력도 쏟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로 오신

분들이야말로 이번 원정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자

신은 산에 다닐 때 선배들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인들이 후배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아주 좋

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는 한국인들이 등반 및 트레킹 등에서 향후 좋은 업적을 쌓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

리라 확신합니다. 8천 미터의 산을 오르려면 관련 선배님들이나 정부기관 인물들, 대행사 관계자들

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는 게 성공으로 향하는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선배님

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등반을 계속해 8천 미터 14좌를 남아시아인 최초로 완등했는데, 이는

크나큰 행운이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대학교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성공은 우리 직원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지원조의 큰

도움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 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지원체제와 대행기관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올해 저의 모

든 고객들이 성공을 거두고 돌아간 것에 대해 저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바로 저의 성공이나

다름 없습니다. 

올해 등정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각자의 미래에도 좋은 성공들이 기다리고 있기

를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오영훈 대장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을 축하하며, 그의 미래에도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원정대를 지켜보며

밍마 셰르파 | (세븐 서밋 트렉 대표)
작성자 현중섭          

작성일 2012/03/21 (수) 

에베레스트 원정에 임박해서
회원제위께,
그간 우리회 창립 50주년기념사업의 제일 큰 목표였던 에베레스트 등반준비는 회원 여러분

의 많은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3월 26일에 발대식을 갖고 3월 30
일 등반대와 지원조 3 대원이 1진 으로 출발합니다.
회원 각자의 바쁘신 일정중에 시간을 할애하시어 발대식에 꼭 오셔서 등반대원을 격려해주

기 바라며 그간 회원 여러분과 후원사의 도움으로 크나큰 경비가 거의 목표액에 도달아 우리
회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목표액에 아직 못 미쳐 지난 번 진교춘 단장님의
글을  단장님을 대신하여 한번 더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언하여 지금  우리나라 산악계는 물론 서울대 내에서도 우리의 이번 행사를 신선한 충격으

로 받아드리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알려드립니다.

서울대농대산악회 5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등반 지원금 모금

서울대농대산악회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Alpine Club, Seoul National University

여러 회원님들이 우리 산악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산악회는 창립 50주년 기
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에베레스트 등반을 오랜 전부터 기획하여 준비하면서 훈련 중입니다. 
우리들이 1962년을 시작으로 서울대농대산악회를 태동 시킬 때의 여건은 한마디로 지극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끈끈하게 맺어진 아름다
운 회원님들 간의 우정, 단합, 그리고 본회에 대한 헌신적인 기여와 책임감으로 끊임없이 발전
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지금의 건실한 산악회로 자랑스럽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2012년 3월 에베레스트 등반을 중요한 본회의 기념사업으로

기획하고 이 등반 활동을 통하여 본 회원님들의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 내외적으로 본회
의 위상을 드높이려 합니다. 
이미 여러 회원님들이 이등반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등반은 참여 회원님들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님 모

두의 명예와 위신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닌 중요한 등반입니다. 또한 에베레스트 등반
의 성격상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등반은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격려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비록 여러 회원님이 사정상
직접 등반에 참여를 못한다 하여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참여함으로 성공적인 등반을 적극
적으로 후원하여 본회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 올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
액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이 중요한 기념사업에 함께 참여 한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적극 지
원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2년 에베레스트 등반대도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성공적인 등반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

홈페이지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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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반 지원금 모금에 거듭 회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에베레스트 등반 추진위원장 단장 진교춘

✽✽✽
작성자 권태경          
작성일 2012/03/29 (목)

에베레스트등반대 출발 환송
3월 26일 발대식은 우리 산악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한국산악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그간 수고하신 많은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또 발대식을 깔끔하게 준비해준 이승환지도교수와 준비및 진행요원으로 애쓴 재학생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30일 출발환송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등반대의 역사적이고 성공적인 등반을 기원해 주

시길 바라며 가능하시면 참석 여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 김태용 2012-03-29 16:38
참석합니다. 미불 현금도 전달하고 출발하는 모습도 보아야죠. 
50년동안 꿈꿔 온 일이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 현중섭 2012-03-29 20:40
단장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이 있으셔 못나오시고 저는 참석하며 정성교 회원과 김성수 회원 두 분이 꼭두새벽부터 대
원들을 녹두반실에서 픽업하여 공항으로 오십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작성자 허길행          
작성일 2012/04/21 (토) 

트레킹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강현규 부회장과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무사히 마치고 어제(19일) 돌아 왔습니다.
날씨 관계로 카투만두에서 일정이 2일 지연되었지만, 일정을 조정하여 BC에서 이틀 체류하

고 계획대로 귀국하였습니다. 특히 하산길에는 5,300m가 넘는 촐라패스와 렌조패스를 넘어
오느라 고생은 했지만, 좋은 경치를 감상하며, 빙하를 걷는 등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산악회와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성수69 2012-04-21 11:39
무사히 다녀오셨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만 촐라 패스와 렌조 패스까지 다녀오실 줄은 짐작도 못했네요. 수요일
모임 때 뵙겠습니다.

♣ 김태용 2012-04-22 17:59
무사히 다녀 오셔서 반갑습니다. 강현규 회원으로부터 도착 소식은 듣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09 (수) 

에베레스트 등반대 소식(5/9) 
3진 이승환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현중섭 부단장하고도 통화하였고요. 목소리들이

살아 있습니다. 현재 1진, 2진, 3진이 각각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요.

1진 오영훈 팀은 어제 2진 김성수 팀을 페리체에서 만나고 나서 베이스캠프로 귀환하여 휴식
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2진은 별도의 산행을 한 뒤 내일 베이스캠프에 도착할 예정이라 합
니다. 3진은 남체 바잘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 박승환 2012-05-10 20:51
등반대소식 반갑게 잘 보았습니다. 계획대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그리고 등반대 소식은 공지
사항 방으로 일원화하여 게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11 (금) 

에베레스트 등반대 소식(5/11)  
오늘 오영훈 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등반팀은 BC에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다

합니다. 현지 기상이 좋지 않아 17일 이후에나 등반이 시작될 것 같다 하네요.
트레킹 1차팀은 현재 BC에 도착하여 등반팀과 합류하였다 합니다. 김성수('69) 회원이 좀 힘

들어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공지사항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안되기에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14 (월) 

에베레스트 원정대 소식(5/14)  
오늘 오전에 오영훈 대장으로부터 전화온 것을 공지합니다.
드디어 정상 등반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5월 15일(화) 2캠프까지 가고, 5월 19일(토)

정상등반 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컨디션이 좋다고 하고요.
트레킹팀 2진 중 이승구 교수, 이승환 교수는 개인 일정상 BC 전에서 돌아오고 있고요. 65학

번 5명의 회원이 이틀 후에 BC에 도착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분들의 염원을 받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강현규 2012-05-14 14:38
원정팀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라며 몇일 남지안은 정상등정에 두손모아 성공을 바랍니다.

♣ 박순식 2012-05-15 08:09
모든 대원이 합력하여 성공적인 등반이 되길 빕니다.  하이~~~야 농대.

♣ 하충완 2012-05-15 12:16
드디어 정상공격이 임박했군요.5월 19일경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 허길행 2012-05-15 21:11
힘든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정상을 향하게 되었군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 이선용 2012-05-16 10:44
아...,가슴이 쿵쾅 뜁니다.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여 50년 큰 꿈을 이루는 감격을 꼭 들려주기 바랍니다. 한계상황에 맞
서는 대원들이  용기백배 하도록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파이팅!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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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16 (수) 

에베레스트 등반대 소식(5/16)  
현중섭 부단장이 진교춘 단장에게 연락한 사항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5월 16일(수) 현재 에베레스트 등반대가 2캠프에서 C4로 등반 중이라 합니다. 계획보다는 좀

당겨져서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당초 오영훈 대장은 5월 19일(토)경 정산 등정을 시도할 것이
라 하였습니다.
첨부는 오영훈 대장이 인터넷으로 보내온 등반 사진입니다.
모든 회원분들의 염원이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
작성자 이선용          
작성일 2012/05/16 (수) 

에베레스트 등반대 소식 
에베레스트 등반대 소식, 5월 16일 5:01 pm - 현중섭의 문자메시지.

"'노부제'에서 권태경, 장낙필 대원이 하산하고, 정성교, 안국전, 현중섭 대원이 '고락섹'을 도착
했으며 내일은 BC로 갈 예정이라 합니다."
대원들 부디 건강 관리 잘 하고 현지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포트에 만전을 기하고 힘내기 바랍니다.

♣ 이선용 2012-05-16 17:39
'노부제'는 4.950m이고,'고락섹'은 5,100m,EBC는5,400m 고지입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17 (목) 

에베레스트 등반대 소식(5/17) 
BC에서 진교춘 단장에게 보고된 사항을 정리하여 공지합니다.
오영훈 대장이 이끄는 등반대는 어제 기상이 나빠 2캠프에서 쉬었다 합니다. 현재 C3로 등

반 중이라 하고요. 기상에 별 이상이 없으면 내일(18일) C4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뒤, 현지
시각 내일 밤 10시부터 정상 등반을 시도한다 합니다.
트레킹팀 중 현중섭, 정성교, 안국전 회원은 오늘 오후에 BC에 도책했다 합니다. 이승구 및

이승환 교수, 김성수 및 구자란 회원, 이승우 명예회원은 18일 귀국 예정이고, 권태경, 장낙필
회원은 23일 귀국 예정입니다.
50년의 염원이 하늘도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노수경 2012-05-18 07:59
인수봉 바위에 붙어 있는 걱처럼 제 손발이 찌릿찌릿해 오네요!!! 안전한 정상등정 반드시 이룰거라 믿습니다. 파이
팅!!!

✽✽✽
작성자 이선용          
작성일 2012/05/18 (금) 

에베레스트 등반대 소식-5/18 
현중섭의 문자메시지 5/18 12:29 pm.
"등반조 3명은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 8시경 C3를 떠나 C4로 가고 있으며 현재 기상도 양호한
편. 다만 오늘밤부터 강한 제트 기류가 이 등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전 회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우리 등반대가 정상등정에 꼭 성공하도록 모든 회원들이 기원

해 주시길.

♣ 이선용 2012-05-18 13:40
숨가쁜 등반 현장과 이를 지켜보는 초조한 BC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양호한 기상이 다행이지만 악명높은 제트 기류
가 잠시만 멈춰 주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회원 모두 간절히 성공등정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용 2012-05-18 16:36
조금 전에 유라시아트렉 서기석 사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BC팀과 연락이 된 것 같네요. 오늘 드디어 이번 시준
첫 에베레스트 등정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약 150명 정도가 등반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
아야 하겠습니다.

✽✽✽
작성자 이선용          
작성일 2012/05/18 (금) 

에베레스트 등반대 소식(5/18) 
현중섭 메세지 5/18 8:31 pm.
"오 대장, 서정환 오후 4시 C4도착 4시간후 정상으로 출발, 유선필 4시반 C4도착 11시 로체
로 출발. 현재 C4 이상 지역은 기상상태가 양호한 편임."

♣ 이선용 2012-05-18 20:52
드디어 마지막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오 대장, 서정환은 C4 사우스콜에서 왼쪽 에베레스트로, 유선필은 오른쪽 로체
로 갈라 섰습니다. 양팀 다 무사히 성공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현재 C2 이하 지역은 눈이 오고 있으나 다행히 C3 이
상 지역은 기상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힘을 모아 주세요.

♣ 이선용 2012-05-19 00:24
오늘 밤이 이번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마지막 최고 하일라이트입니다. 내일 오전중에 승전보를 전해 올 것을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힘내라!화이팅!

♣ 박순식 2012-05-19 08:19
하늘의 도움으로 동시에 에베레스트와 로체 등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빕니다. 하이~~~~야  농대.

✽✽✽
작성자 이승환         

작성일 2012/05/19 (토) 

2, 3진 일부 귀국 
오늘 오후 이승구, 김성수, 구자란, 이승우, 이승환 등 2, 3진 5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BC에서 부단장님이 보낸 정보와 같이 등반대원 모두 컨디션이 좋다 하며, 지금쯤  C4를 출

발하여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있으며(오영훈, 서정환), 유선필도 곧 로체로 향합니다.
오늘 카투만두 출발전 밍마셀파를 만났는데 우리팀의 성공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

다. 내일 중으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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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19 (토) 

축!!! 에베레스트 등정(5/19) 
마음이 벅차 오네요.
50년 동안 염원하던 에베레스트 정상을 드디어 등정하였습니다. 방금 BC팀에서 진교춘 단

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차로 오영훈('97) 회원이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하고 C4로 내려오고 있답니다. 이어

서 서정환 회원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고 있고, 유선필 회원은 로체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
다. 두 대원도 성공적인 등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모든 회원분들과 하늘에 감사합니다.

✽✽✽
작성자 이선용          
작성일 2012/05/19 (토) 

드디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다. 
기뻐해 주십시요.
Top of the World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오영훈 대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환희의 등

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정환 대원도 계속 오르고 있다니 등정에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5/19 8:34 am. 허길행 회장에게 현중섭이 전화로 알려온 것입니다. 50년 우리 산악회의 저

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쾌거로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소식 전합니다. 들어오는대로 계속 알리겠습니다.

♣ 전양 2012-05-20 19:07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선 농생대산악회의 모습에 가슴이 벅찹니다. 진교춘 단장과 오영훈 대장, 그 밖에 모든 대원의 무
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19 (토) 

유선필 로체 정상 등정(5/19) 
다음은 에베레스트 BC팀에서 온 문자메세지입니다.
"정환은 하산 중인데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은 못한 듯, 선필은 로체 정상 200미터 전에서 휙

스로프 부족 하산" 오후 06:55.
이어서 반가운 메시지,
"희소식  유선필이 휙스로프 부족한 가운데 정상에 9시반경 도착, 올해 최초 로체 등정성공

팀이 됨." 오후 07:08.
현재 3 대원 모두 하산 중인 것 같습니다.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 이선용 2012-05-19 19:27
장하다.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동시 등정한 올해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C4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BC까지 무조건
안전하게 돌아오기 바랍니다. 낮동안 소식이 없어 걱정이 태산같았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축하,또 축하합니다.

♣ 이선용 2012-05-19 20:04
로체도 8516m,세계 제 4위의 고봉을 자랑합니다. 고정로프도 없이 유선필 대원이 큰 일 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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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식 2012-05-20 04:55
등반대원, 추진위원, 협력한 모든 회원 및 찬조해 주신분들의 합작품이네요. 이에 하늘도 도우셔서 동시에 두 봉우리
를 등정하는 쾌거를 올렸네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전 대원의 안전 귀환을  빕니다.

✽✽✽
작성자 이선용          
작성일 2012/05/20 (일) 

원정대 하산 소식 
현중섭 메시지 5/20 12:30
"오늘 현재 이곳 9시 정환 C3 선필 C4 영훈 C2에 머물고 있고, 곧 이동시작 통신상태 극히

불량..."

♣ 이선용 2012-05-20 12:37
모두 잘 있다니 천만다행이고 부디 무사히 내려오기 바랍니다.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20 (일) 

원정대 소식(5/20) 
다음은 한국시각 07:01에 들어온 현중섭 부단장의 문자메세지입니다.
"현재 모두 C2에 모여 휴식중 서정환 대원이 좀 피로하여 내일 BC로 하산, 정확한 등반정보

는 그때."
일단 C2까지는 무사히 내려온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내일 BC로 귀환하면 생생한 등반 정

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서정환 대원 힘내고! 파이팅! 

✽✽✽
작성자 이선용          
작성일 2012/05/21 (월) 

원정대 하산소식 5/21
현중섭 메세지 5/21 2;55PM.
"현지시간 11시에 영훈이 비씨 도착 선필이 30분 후 도착. 정환이는 약간 피곤해 약 2시간 후

도착 예정"

♣ 이선용 2012-05-21 15:11
신경을 곤두 세우며 소식을 기다리는데 위부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성이 역시 다음 소식을 기다리다 참다못해 연
락을 해 온 것이었습니다. 메세지 받기가 무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
다. 좀 있으면 정환이까지 무사히 돌아 오겠지요. 사실은 C2-6400m에서 BC-5400m 사이가 '악마의늪지대'라 불리
는 쿰부빙하의 아이스폴 지대는 셀파들마저 무서워하는 위험한 곳이라 합니다. 이제 등반이 거의 끝나가는듯 해 마음
이 놓입니다.  정환아 마지막까지 힘내라.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21 (월) 

에베레스트 등반대 소식(5/21 오후 3시)
현중섭 부단장으로부터 온 문자 메세지입니다.
"현지 시각 11시(한국 오후 2시 15분), 오영훈 대장 BC 도착, 유선필 대원 30분 후 도착,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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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대원 약간 피곤해 2시간 후 도착 예정"
회원분들께서는 현중섭 부단장 핸드폰(010 3168 6944)으로 축하 메세지 보내시기를...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21 (월) 

등반대 3명 모두 BC 도착
다음은 서기석 사장으로부터 온 문자메세지입니다.
"네팔시각 11시 20분경(한국시각 14시 35분경) 서울농생대 대원 모두 BC에 안전하게 도착,

대원 모두 건강"
감사합니다.

♣ 김성수69 2012-05-21 15:17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무사 귀환을 축하합니다.

♣ 이선용 2012-05-21 15:20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만세 만만세입니다.

♣ 홍하일 2012-05-21 15:46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장님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승환 2012-05-21 16:16
제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안심이되네요. 한잔해도 되겠습니다. 대전도 자축모임한다고 손근남 전화했네요. 오늘
저녁 6:30모리화에서 모입니다.

♣ 서윤섭 2012-05-21 16:56
서울 농대 산악회원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영훈, 서정환, 유선필 대원이 BC에 무사히 도착했다니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BC에 계시는 형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할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도록 합시다.
Everest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상상태가 좋지 않다가 5월18일 부터 20일 까지 잠깐 기상이 좋아져, 많은 팀들
100명 이상의 클라이머들이 South col 과 North col에서 일시에 몰리다보니 병목현상으로 등반 시간이 길어져 사고
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옇튼 조심해야 겠습니다.

♣ Everest 2012/Weekend Update May 20 ? Summits! ? Death Update 2 Update 2 : 4 Deaths
This report from the Nepal Ministry : According to Tilak Ram Pandey, Liaison Officer, Department of
Mountaineering at the Ministry of Tourism and Civil Aviation, Shriya Shah, a Canadian Non-Resident
Nepali and Dr Schaff Erich, a climber from Germany, lost their lives while descending from the top of
the Mount Everest.

“Shah died near Everest summit, while Schaff breathed his last at the South Cole,” Pandey told THT
over phone from Everest Base Camp. Shriya, who was born in Kathmandu in 1979 and grew up in
Mumbai, was the owner and president of SOS Splash of Style Inc, a company recognised as the exclusive
importer in Canada. Meanwhile, Song Won Bin from South Korea, a Chinese climber and a Nepali
Sherpa guide have been missing since Saturday. “Fellow climbers are searching for them,” Pandey said.
이번 에베레스트 등반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값진 등반인 것 같습니다. 휴!!!

♣ 노수경 2012-05-21 19:03
영훈, 정환, 선필 고생많았다. 형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형님들의 열정과 뚝심으로 현실이
된것 같습니다. 형님, 후배들 모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 하충완 2012-05-21 19:46
와!! 에베레스트와 로체등정 성공의 쾌거를 축하!!!! 대원 모두 무사히 BC에 도착했다니 이제 안심입니다. 마음놓고 만
세를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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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승환          
작성일 2012/05/21 (월)

BC 분위기 
방금 전 오영훈이와 통화했는데, 8850m 등정한 사람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맑습니다. 역시

괴력의 사나이네요. 실종 되었다는 Korea Times 기사를 보고 난 후라 더 반가웠고요. 선필이
도 생생하고, 정환이는 1-2시간 늦을 것 같으나 사다가 같이 내려오고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
다하며, 단지 조금 피곤한 정도랍니다. 
AAA의 젊은 3멤버와, 베이스를 지키는 65형님들께 다시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 정동활 2012-05-21 15:57
Good !!!!!!! 말이 필요없다 아이가!

♣ 박승환 2012-05-21 16:20
이렇게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고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50년 역사 농대산악회 회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날이지요?

♣ 강치선 2012-05-21 17:27
모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감솨합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니... 화이팅!

♣ 박영배 2012-05-22 21:34
모든 등정을 마무리하고 BC의 대원들과 감동어린 포옹이 흥분됩니다. 반세기 숙원을 짊어지고 8850 정상에 우뚝선
오영훈 대장. 한계에 다달은 위험 앞에서 돌아 설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를 보여준 서정환 대원. 고정로프가 끊인 마지
막 고비를 끈기로 극복하며 로체에 오른 유선필 막내. 오십 년을 다져온 숙원의 모습이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그려지
내요. 그동안 애쓰신 모든 대원께 뛰는 가슴으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VIVA !  SNUAAA.

✽✽✽
작성자 안상원          
작성일 2012/05/22 (화)

우리 산악회 에베레스트 등정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사회, 뉴스)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가 아래와 같이 있기에 옮김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대 농생명과학대산악회 5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한필석 월간산 기자  이메일pshan@chosun.com
기사100자평(0)   크게 작게요즘싸이 공감조선블로그MSN 메신저입력  : 2012.05.22 00:20 

창립 50주년을 맞아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서울대 농생명과학대산악회(회장 허길행) 원정대
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50m)와 로체(8516m) 동시 등정에 성공했다.
지난 3월 30일 출국한 에베레스트 원정대(대장 오영훈)는 5월 2일 7200m 지점에 제3 캠프

를 구축했으나, 예전과 달리 악천후가 지속되고 낙석이 많이 발생해 등정을 미뤘다. 같은 루트
로 등반한 60여개 등반대 중 절반 정도는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정대는 포기하지
않고 5월 18일 8000m 지점에 제4 캠프를 설치했고, 19일 오전 4시 30분 세계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다. 같은 팀의 유선필 대원은 19일 오전 9시 30분 세계 4위 고봉인 로체 등정에 성공했
다. 로체 등정은 이번 시즌 첫 등정이다. 등반대는 5월 28일 귀국 예정이다.

♣ 김태용 2012-05-22 09:29
유라시아트렉 서기석 사장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가 나간네요. 월간산지 등 전문지에 배포된 것이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로 올라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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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환           
작성일 2012/05/22 (화)

한겨레신문 등정관련 기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대 농생대산악회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등록  : 2012.05.22 10:01/수정  : 2012.05.22 10:01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대) 산악회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50m) 등정에
성공했다. 22일 서울대 농생대에 따르면 농생대산악회는 지난 19일 에베레스트와 세계 4위봉
인 로체(8516m) 동시 등정에 성공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등정은 서울대 차원에서 이뤄
진 최초의 8000m급 등반"이라며 "학업중인 순수한 아마추어 산악인의 성공이라는데 큰 의미
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30일 한국을 떠난 원정대는 한달간 고소적응 훈련을 했다. 오영훈(37) 등반대장과

유선필(21) 대원은 지난 19일 각각 에베레스트와 로체 정상에 올랐다. 이들은 산악회 창립 5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세계 5대륙 최고봉 등정사업'을 기획했다. 1989년 북미 매킨리
등정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남미 아콩카과와 유럽 엘부르즈를 등정하고 이번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했다. hong1987@newsis.com

♣ 정철의 2012-05-22 13:51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날듯 합니다. 우리 산악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영훈이 정환이 선필이 그간 준비하고 진행하
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이런 값진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산악회가 얼마나 고마울까. 그리고 우리는 또 3인방의
등반대원에게 또 얼마나 고마워 하고 있는 지. 우리 형님들이 특히 6단위 형님들이 오매불망 히말라야의 꿈을 후배들
이 이루어 주었으니. 개인적으로 또 이번 참석치 못한 약간의 죄스러움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또 너무 고맙고... 우
리 산악회 사랑합니다.

♣ 홍하일 2012-05-22 14:23
어제 두 지도교수님 회장님 모신 자축회에서 느꼈던 소감  아무 이유없이 아무 물음없이 내가 올랐다는 느낌. 농대자
일의정은 그렀게 흐르나봅니다. 해서 만식형님 교춘형님의 꿈이 우리에게 흐르고 또

♣ 홍하일 2012-05-22 14:27
영훈 정환 선필까지 이어지기에... 병성 형님 그 화사한 웃음이 생각나 많이감사했습니다. 여포형님 갈쳐주신 덩덩킁
얼쑤춤이 절로납니다.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22 (화)

등반대 소식(5/22)  
유라시아트렉 서기석 사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1. 서정환 대원, 오영훈 대장은 오늘 카트만두까지 이동하였음. 서정환 대원이 건강하지만 탈
진이 심해 헬리콥터로 오영훈 대장과 함께 루크라로 이동, 오늘 국내선으로 카트만두 도착
2. 현중섭 부단장, 정성교, 안국전, 유선필 대원은 오늘 페리체까지 하산, 내일 남체 도착, 25
일경 카트만두 도착 예정
3. 현중섭 부단장, 정성교, 안국전 대원은 5/28일(월) 귀국 비행기편 예약 완료, 오영훈 대장과
서정환, 유선필 대원의 5/28일(월) 귀국 비행기편 대기자로 되어 있음. 예약번호 오영훈
1745368, 서정환 및 유선필 8899452 입니다.
서기석 사장은 우리 회원분 중에 국내 대한항공의 지인이 있으면 예약을 확정시켜 달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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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입니다. 현재 네팔과 한국간의 비행기는 주 1편으로 예약이 안되면 등반대 3명은 6월 4일
귀국하게 될 것 같네요.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원께서는 상기 예약번호를 가지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 박시한 2012-05-22 19:11
멍청하게 ID와 암호를 까먹어 이제야 한줄 남기게 되네요... 미니 등반대로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한꺼번에 등반해서
더욱 감격스럽습니다.(특히 걱정했던 선필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상 직전에서 후퇴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
정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큰 경사를 계기로 산악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좋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면 금상첨화
겠지요. 28일 원정대가 귀국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때는 원형이형 집에 있을 예정이니 시간되면 자랑스러운 얼굴
직접보게요... 등반대뿐만 아니라 단장님이신 교춘이 형을 포함해서 형님/아우님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
으면 홈커밍데이 때 필참하겠습니다.... 충성....

♣ 김대현 2012-05-23 17:26
대한항공에 부탁했더니 250석 정원에 30명 정도 예약이 오버된 상태이며, 왠일인지 현재 전산을 막아두어 언제 풀릴
지 알 수 없다 합니다.(사고수습때문?) 1~2일 사이에 풀리면 가능하겠으나 지금으로선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기다
려 보지요.

♣ 김태용 2012-05-23 23:08
김대현 형님, 고맙습니다. 서정환 대원은 25일(금) 저녁 11시 30분 인천공항 도착 대한항공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동활 총무도 오영훈, 유선필 28일 귀국 비행기 편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네요. 현재 네팔의 대한항공은 파
업중인 것 같고요. 네팔의 대한항공 지점장이 움직여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여행사 사장의 말).

✽✽✽
작성자 정진세           
작성일 2012/05/22 (화)

Re..등정관련 언론기사 모음 

69 정진세  아들 정도원이 아빠 닮아서 그럴듯하게 풀어 썼습니다. 거실에 있던 정찰등반 보
고서를 전에 재미있게 잃더군요. 최근 동아일보에서 이동했씀니다.
=====================================
[김성수69] 등정관련 언론기사 모음 (2012-05-22 18:16) 

등정 성공과 관련한 언론기사들을 카페 게시판에 모두 모아서 올려두었습니다.  특히 머니투
데이에서 유선필 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어주었군요. 누가 소스를 제공했는지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http://cafe.naver.com/alpineclubcalssnu/186

♣ 박승환 2012-05-22 22:27
ㅎ ㅎ 그랬었군요. 우리 산악회 홍보팀장으로 영입을 해야겠습니다. 

✽✽✽
작성자 김성수69           
작성일 2012/05/22 (화)

등정관련 언론기사 모음 

등정 성공과 관련한 언론기사들을 카페 게시판에 모두 모아서 올려두었습니다. 특히 머니투
데이에서 유선필 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어주었군요. 누가 소스를 제공했는지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http://cafe.naver.com/alpineclubcalssnu/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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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환 2012-05-22 22:25
성수형님,  올려놓으신 뉴스 잘 보았습니다. 자료확보-정리는 역시 성수형님이십니다. 

✽✽✽
작성자 정동활            
작성일 2012/05/23 (수)

23일 등반대 소식 
5.23(수) 17시에 카투만두 오영훈 대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금일 현재 오영훈 대장과 서정환 대원은 비행편으로 카투만두 도착하여 서정환 대원은 병원

진료 받음. 서정환 대원은 약간의 폐렴증세와 잔기침을 많이 하고 있으나 아주 심한 상태는 아
니며 가급적이면 현지보다 서울로 빨리 귀국하여 의료시설이 좋은 서울에서 치료받을 예정이
라 함. // 서정환 대원은 5.25일 대한항공편으로 귀국예정."
"현중섭 부단장과 정성교 대원, 안국전 대원, 유선필 대원은 순조롭게 하산중이며 금일 남체

바잘에 도착할 예정, 오영훈 대장과 유선필 대원도 5.28일 전대원이 함께 귀국하기를 희망하
고 있으나 그날 항공권이 이미 매진상태라 현재상황으로는 6.4일 귀국할 수 밖에 없음. // 변
경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기로 함."
오영훈 대장과 통화시 목소리는 밝고 우렁찼으며 산악회원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이상.

♣ 박승환 2012-05-23 21:17
동활, 자세한 소식 알려주어 고맙다. 정환이가 곧 건강을 회복하기를... 전대원 안전하게 귀국하셔서 다함께 모이는
날을 기다립니다.

✽✽✽
작성자 김태용           
작성일 2012/05/24 (목)

등반대 소식(5/24)  
자랑스런 오영훈 대장, 서정환, 유선필 대원, 현중섭 부단장, 정성교, 안국전 대원이 내일 귀

국합니다. 그리고 트레킹팀에서 일찍 내려왔던 권태경, 장낙필 대원도 내일 같이 귀국합니다.
총 8명이 5월 25일(금) 저녁 11시 30분 인천공항 도착 KE696 편으로 귀국합니다. 다들 건강
한 모습으로 귀국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간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인천공항으로 환영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박영배           
작성일 2012/05/26 (토)

5/25 아름다운 귀환  
2012/05/26 아름다운 귀환. 짙은 구리빛으로 거슬린 장한 원정대가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반세기를 다져온 대장정의 드라마틱한 서사시였습니다.
25일밤 11시 인천 공항을 빠져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 박승환 2012-05-30 00:18
생생한 입국장면 사진과 설명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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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환 2012-05-30 00:28
보고 또보고, 정말 멋진 사나이들 이십니다. 많은 수고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후배들 정말 폼난다.

✽✽✽
작성자 안상원           
작성일 2012/05/28 (월)

농생대산악회여 영원히   
우리 산악회모임을  처음으로 꿈 꾸시고 실현시키신 초기 회원중 한분이신  형님의 글을 읽

어 가면서 형님의 큰 감격을 헤아려 봅니다.  제 마음도 다시 1964년으로 돌아 가며 그후 산악
회를 통해 만났던 숫한 여러 사람들의 얼굴과 추억들이 연속으로 겹쳐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기쁨의 감격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오인광형과 전병성,, 강신영 그리고 여러
타계한 회원들의 모습들이 강하게 떠오름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산을 오르거나 산을 얘기할떼 마다 에베레스트에 대한 등반은 그저 먼 훗날

의 아련한 꿈으로 잠시 화제에 떠오를 뿐이 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산악회에 의해 실현되었
다는 것이 너무나 벅찰 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에베레스트 등반 기획이  처음 언급
될  당시에도  저는 반신반의의 태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구체
화 하고 추진하는 후배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헌신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의 방관적인 태도도
서서히 바뀌어 우리 산악회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
다. 다시 한번 이 등반을 합심하여 기획하고 헌신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꿈을 현실의 성공으
로 이끈 여러 회원들과 등반 대원들에게 큰 박수와 감사의 포옹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
을 합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표시하여준 여러 회원님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외부 지원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산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우리 서울대 농생대산악회 회원들의 아름다운 꿈과 마음과 열정들

이 우리 산악회를 통하여 함께 합쳐져  영원하게 건강히 지속되고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농
생대산악회여 영원히 발전하라 !!!

==================================================================
전양 2012/05/27/01:32

에베레스트와 로체 등정 성공을 축하하며 
50년 서울농생대산악회 원년 멤버로서 우리 산악회가 세계 최고봉 등정이라는 위업을 달성

한 지금 감격스런 마음에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회고담에서 언급한 일이 있지만 50년 전 5월 어느 주말 나는  오인광, 진교춘과 함께

선인 전면 B 코스 바위틈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만식을 회장으로 학교에 단체 등록한 것
은 그보다 2년 늦은 64년이지만, 우리 산악회의 시작을 62년으로 정한 것은 오인광이 오랜 투
병 생활 끝에 산행의 뜻을 세우고 동지를 규합하여 본격적으로 암벽등반을 포함한 산행을 시
작한 때로 보아 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전보다 인원도 많이 줄고 우리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산악단체들도 많고 또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쟁쟁하던 단과대학 산악반들의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한 지금 우리 회원
들이 이룩한 업적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20년 전 아들이 공대 산악반에 입회한 후 나에게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회원들의 구성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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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사람보다는 지방출신들이 많고 재수생들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수 년 전 에베레스트 정상 목전에서 좌절의 아픔을 겪었던 오영훈 대장의 정상 등반 성공, 작

년에 정찰 등반 도중 컨디션 난조로 후송의 좌절을 겪은 경험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여 금년
최초로 로체 등반 성공한 유선필 대원 이들 두 사람 모두 실패에 굴하지 않은 도전의 결과이어
서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상을 목전에 두고 물러나야 했던 서정환 대원의 어려운 결정에 찬사를 보내면

서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물러날 수 있는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상에 도전하였던 대원들의 활동 못지않게 그 동안 계획을 다지고 준비하여온 진교춘단장

과 현중섭 부단장, 이승구 지도교수님, 서윤섭 사무총장, 정성교 훈련대장 등등 공격대원들을
응원하고 뒷바라지에 온 힘을 기울여 온 여러 회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달 초 대원들이 히말라야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나는 산호세의 어느 식당에서 김광한, 한상

봉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현중섭 부단장의 압력(?)에 의해 부인들 모르게 상당한 후원금
을 보내면서 인광을 떠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광이 살아 있었더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후원하였을 터인데 이정도 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후원하였다고 하더군요.
해외의 회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응원과 농생대 동창회장님과 장비 업체 사장님을 포함

한 여러분의 후원이 오늘의 영광에 밑거름이었음도 잊을 수 없습니다.
50년 동안 꾸어온 우리의 꿈을 현실화시켜준 자랑스러운 후배들과 2백여 우리 산악회원 모

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 공지사항
•작성자 : 회장단  •작성일 : 2010/10/02 (토)  •조회 : 712  •추천 : 65 •http://snuaaa.com

2012년  에베레스트 원정대원 선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현 농업생명과학대) 산악회가 만들어진 지 50 주년이 되는 2012년 우리
산악회원들은 이를 기념하고자 그 동안 국·내외 많은 산을 다니고 올랐지만 지구 상 가장 높은
봉우리이고, 모든 산악인들이 오르기를 갈망하는 8848M의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악회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축적된 회원들의 역량을 집결하

고, 상징적 최고봉을 도전하는 진취적 기상을 분출하고자 함이며, 또한 서울대학교의 다른 단
과대학들이 등반을 시도한 이래 아직 정상을 밟지 못한 안타까움을 재 도전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뜻도 실려 있습니다.
이 봉우리는 이미 여러 산악인들이 오른 봉우리이기는 하지만, 등정에 성공하게 되면 대원

개인으로는 서울대생으로는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개인적인 영광인 동
시에 가문의 영광이요, 역사에 기록될 일을 해 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이루어 내기에는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감내하고 도전
하고자 한다면 성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이미 많은 회원들의 성원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도전과 희생의 정신으

로 개인과 우리 산악회의 영광을 위해 뛰어 줄 수 있는 자원 회원을 바탕으로 등반대원을 구성
하고자 합니다.
•지원 기한(期限)  : 201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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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산악회원
•연락처 : 사무총장 서윤섭:010-5554-3125, 총무 노수경:010-4786-9575
•1차 선발  : 12월 30일
•최종 선발  : 2011월 1월 중

♣ 서윤섭 2010-10-12 02:30
2012년 에베레스트 원정대원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일먼저 미국에 계시는 김광한형님(63학번)이 신청 하였습니다. 국
내 서을농대산악회 회원들도 주저하지 마시고,2012년 히말라야 원정에 참가 하실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에베레스트 원정대 추진위원회 서윤섭

♣ 이춘식 2010-11-04 23:20
고쳐질 줄 알았는데 안 고쳐지네. 11월에는 31일이 없어요. 공지도 그렇고 팝업에도 그렇고 무심히들 보나봐요.

♣ 정만영 2010-11-08 22:19
수정하였습니다.

▒ 원정 1차 보고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4/01 (일)  •조회 : 183  •추천 : 0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오영훈, 서정환, 유선필, 안국전, 강현규)은 카트만두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 일어나시는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저희들의 원정을 환송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정성교, 현중섭, 김성수, 김태용, 강치선, 손희영, 노수경, 김태
진 혹시 빠지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우리들 저녁 모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각자의 의지를 표명하며 사기,의기충

천한 단합 대회를 가졌습니다. 오영훈 대장을 중심으로 리더쉽을 발휘하여 잘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허회장님이 우리와 합류하여 더욱더 의기충천한 등반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라시

아 트랙에서 연계한 네팔의 대표와 구체적인 내용에 일정, 셀파, 쿡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계
획입니다. 지난번 발대식의 보기 좋은 출발을 시점으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보고는 오영훈 대장의 명을 받아 막내가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추후 보고할 때까지 안녕

하 계십시오.

♣ 현중섭 2012-04-01 18:18
오늘 아침 비행기로 카트만두에서 루크라로 가야하는데 그간 기상악화로 3일간 비행기운항이 중단되어 오늘은 그간
떠나지 못한 등산객부터 가고 등반대는 내일 루크라로 간다고 오영훈 대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원정대 보고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4/06 (금)  •조회 : 184  •추천 : 0

카투만두와 루크라에 계속 비가 와서 1진 전원이 같이 못 움직이고 그간 일정에 변화가 있었
답니다. 계속되는 비로 비행기운항이 자주 취소되어 우선 일정이 바쁜 허길행 회장과 안국전,
강현규 대원이 3일 헤리콥터로 루크라로 이동 등반을 시작했고, 서정환, 유선필 대원은 4일
비행기로 루크라로 이동 등반 시작하여 남체에서 휴식중인 허 회장 일행과 5일에 만났고, 오
영훈 대장은 카투만두에서 브리핑 때문에 늦게 오늘 헤리콥터로 남체에서 휴식중인 서정환,
유선필 대원과 합류하고, 허회장 일행은 오늘 아침 텡보체로 떠났다고, 오영훈 대장으로부터
이곳 시간 오후 3시경 전화 연락이 왔으며 다른 것은 별 이상 없이 진행중이랍니다.

♣ 박승환 2012-04-07 00:51
전해주시는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멋진 등반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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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의 2012-04-08 17:20
시작이 매끄러우니 만큼 안전하게 산행 마무리하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 원정대 보고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4/12 (목)  •조회 : 176  •추천 : 0

어제 저녁 7시경 등반중인 오영훈 대장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현재 허길행 회장,
강현규, 서정환 대원은 칼라 파타르(5545m)등정을 하고, 고랍섹(5100m)에서 오영훈 대장, 유
선필 대원과 합류하였답니다.
오늘(4/12) 허 회장과 두 대원은 EBC(5400m)가고 오 대장과 유 대원은 내일 EBC로 간답니

다. 전 대원 모두 좋은 컨디숀을 유지하고 있으며 먼저 고산병으로 고생했던 유선필 대원도 고
소적응을 잘 하고 있으며 아주 팔팔하답니다. 현지 대행사인 Seven Summits의 모든 지원도
이상없이 만족하답니다. 
지난 2일간은 통신이 잘 되지 않는 구간이여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 

♣ 박승환 2012-04-14 22:57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원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멋진 등반 진행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원정대 보고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4/15 (일)  •조회 : 160  •추천 : 0

막 오영훈 대장으로 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적응하던 유선필 대원이 감기에 걸려 오늘 노부제를 거쳐 일단 페리체로 내려가고

있답니다. 페리체(4240m)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EBC본부와 페리체간의 통신을 잘 되
고있어서 계속 유 대원의 컨디숀회복을 확인해 가며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랍니다.
오 대장과 서정환 대원은 내일(4/16) C1으로 이동합니다.
2진 출발시 발대식에 사용했던 팜프렛 10장과  산악회기 절반 크기의 태극기 2장을 가져 와

달란 부탁이 있었으니 2진에서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원정대 보고-4/18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4/18 (수)  •조회 : 135  •추천 : 0

어제 오후 오 대장으로부터 연락입니다.
오 대장과 서정환 대원은 C1(5980m)를 다녀와 EBC 에 있으며, 유선필 대원은 페레체에서

약간 치료를 받고 마침 Seven Summits에서 루크라로 내려가는 헬리가 있어 루크라로 내려
가 카투만두행 비행기가 비로 취소되어 대기중이던 허회장과 강현규대원을 만났고, 회복되는
대로 다시 EBC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허 회장과 강 대원은 어제 오후 S.S.가 수배한 헬기로 카투만두로 간다고합니다.

▒ 등반대 보고-4/23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4/23 (월)  •조회 : 151  •추천 : 0

그간 등반대 소식 궁금하셨지요. 오늘 저녁 8시30분경 오 대장과 연락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 대장과 서 대원은 아침 5시경 B.C.를 떠나 C1, C2까지 가서 일주일 정도 보낸 후

B.C.로 돌아 올 계획입니다.
유 대원은 회복되어 현재 로부제(4910m)에 있으며 내일 B.C.로 이동합니다.
현재 EBC에는 각 국에서 온 40여개 팀이 등반준비중이랍니다.(약간 많은 편)
엊그제는 코리안 리(전 재보험공사) 트레킹 팀과 고랍섹에서 저녁을 같이 했고, 홍삼편 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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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 약간의 기호식품을 선물로 받았고, 등반준비중인 충남고 팀과는 여러가지 협조가 잘 되
고 있답니다.
아직 B.C.의 날씨는 밤에는 영하 5도 이하까지 내려가나 나날이 더워지고 있답니다. 2진은

약간 두꺼운 우모복 지참을 권합니다.  
많은 댓글로 격려해주시요.

♣ 하충완 2012-04-27 15:56
등반대 소식 잘 보고 있읍니다. 유선필회원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군요.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전반적인 등반계
획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등반대 보고-4/23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4/28 (토)  •조회 : 145  •추천 : 0

오늘 12시경 서정환 대원으로부터 현지 보고가 있었읍니다. 현재 서 대원은 어제 C2에서
B.C.로 내려와서 유 대원과 합류했고, 오 대장은 셀파와 같이 C2에 머물고 있답니다. 세대원
모두 컨디숀은 정상이며 날씨는 보통이랍니다.
내일(4/29) 서대원과 유 대원이 같이 1캠프를 거쳐 C2에 가며, 유 대원은 C2에 잔류하고, 30

일에 오 대장과 서대원은 C3(7280m)에 올라  일박하고, 고도순응을 위해 5월1일 C4(7890m)
를 향해 오를 수 있는 만큼오른 후 하산을 시작 5월4일경 원래 계획했던 휴식을 페리체
(4240m)에서 조금 더 내려와 텡보체 바로 위에 있는 데보체(3820m)에서 취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출발하는 2진과는 5월5일 데보체에서 만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일정으로 보아 정

상등정 시도는 5월 17일경이 될 것 같읍니다.

♣ 노수경 2012-04-30 11:38
영훈아, 정환아, 선필아 컨디션 조절 잘하기 바란다.

♣ 강현규 2012-04-30 13:47
얼굴 본 지 열흘이 지났구나 .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 멋있는 등반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오늘 공항에서 2
진 선배님들이 맛있는것 많이 가지고 출발하는것 같드라 오버챠지물고 출발하였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좋겠지. 화이팅.......

♣ 하충완 2012-05-02 09:54
순조로운 진행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 원정대 2진 출발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4/30 (월)  •조회 : 140  •추천 : 0  •2c1f8_c3e2b9df.jpg (37KB) (Down:7)

예정대로 원정대 2진 5명이 오늘 아침 카투만두로 떠났습니다. 5일 후인 5월 5일에 텡보체
위에 있는 디보체에서 휴식중인 정상등반조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2진에서는 정상등반조를 위한 음식을 많이 준비해 수하물 오버촤지를 깍어서 30만원이나 지

불했답니다.
권태경, 안국전, 강현규 그리고 제가 공항에 나가 환송하고 왔습니다.

▒ 원정대 보고-5/1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5/02 (수)  •조회 : 152  •추천 : 0  

4월 30일에 출발한 2진은 현지 기상상태가 양호해 예정대로 어제 루크라에 도착하고 오늘
남체 바잘에 막 도착했습니다.
1진은 통신상태가 좋지않아 2진과도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으며, 아마 내일은 교신이 가능

할 것 같읍니다. 그리고  이승환교수가 학교측에 어려운 허락을 득해서 3진에 참여하여 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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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6, 7, 8, 9, 20단위가 원정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한상봉 2012-05-03 23:04
수고 많음니다. 매일같이 소식을 들쳐 봅니다. thank u . 

♣ 강현규 2012-05-07 10:55
오늘 3진(현중섭, 안국전, 권태경,이승구 교수님, 이승환 교수님)출발하는 공항에 다녀왔읍니다. 꼭 성공하고 돌아오
는 본대원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히말라야를 생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원정대보고-5/4(따끈 따끈한 소식)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5/04 (금)  •조회 : 206  •추천 : 0  

어제 그제 궁금해 연락해도 접촉이 않되던 정상등반조 오영훈 대장으로부터 막 연락이 왔습
니다. 다행이도 유선필 대원을 포함 세 대원이 모두 C3(7260m)까지 고소적응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어제 B.C.로 귀환하여 남체에 머물던 2진과 연락을 했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정상을 오르는 길이 좀 늦게 열리고 있어 더 이상은 못 오르고 하산하였답

니다.(현재 C3이상은 못 오름).
정상등반조는 일단 오늘 딩보체(4410m)로 하산하여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 등반계획을 점검

한 후 12일 전후로 B.C.로 올라가서 정상등반은 17~19일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진과는 내일 페리체(4240m)에 도착하면 만나게 됩니다.(페리체와 딩보체는 20-30분 거

리) 3진 5명은 7일 아침 출발합니다.

♣ 노수경 2012-05-04 11:42
걱정했던 선필이도 C3까지 갔다왔다니 기쁩니다. 다들 컨디션 조절 잘하고 재미있는 등반 하기 바랍니다.

♣ 이선용 2012-05-04 17:30
대원들 컨디션이 최고로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적응 잘 마치고, 전 대원이 정상에서 만세 부르는 화면 보내주
기 바랍니다. 

♣ 안상원 2012-05-04 11:42
걱정했던 선필이도 C3까지 갔다왔다니 기쁩니다. 

♣ 노수경 2012-05-04 19:06
예상일자가 점점 가까워 지기 때문인지 자주 등반 소식을 보게됩니다. 소식들이 모두 좋아서인지 더욱 큰 기대와 성
공적인 등반에 대한 열망이 커 가고 있습니다.  전 대원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기를 기
원합니다. 

♣ 박순식 2012-05-05 11:05
걱정했던 선필이도 C3까지 갔다왔다니 기쁩니다. 최적의 건강상태, 좋은 등반여건 등 모든 것이 힘을 합쳐서 성공적
인 등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대들이 높은 곳에 있으니 지구 저편에서도 느낌이 오네요. 자랑스런 그대들이여

♣ 손희영 2012-05-07 09:43
다행히 선필이까지 고소 적응을 잘하고 있어 다행입니다.기쁜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 원정대 보고-5/1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5/05 (토)  •조회 : 236  •추천 : 0  

2진의 정성교 대원과 통화가 있었습니다. 2진 역시 현재 텡보체를 떠나 페리체로 가고 있답
니다. B.C.에서 내려오는 정상등반조와 오늘 저녁 만나서 잔뜩 준비해간 음식으로 원기를 북
돋아 주겠지요. 성공적인 정상등반을 위해 회원 모두께서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시길

♣ 정철의 2012-05-09 12:20
매번 따끈한 소식을 전해주어 감사합니다. 원정대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2진의 합류
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등반대원의 수는 적어도 지원조가 체계적인 것은 우리 산악회의 끈끈함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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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환 2012-05-10 20:55
반가운 소식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년간 갈고 닦은 실력과 노하우로 모범적인 등반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고 힘찬 응원 보냅니다. 하~야, 농대!!

▒ 원정대 소식
•작성자 : 허길행  •작성일 : 2012/05/17 (목)  •조회 : 180  •추천 : 0

어제 C2에서 C4로 갈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C2에 머물렀음. 오늘(17일) 현재 C3로 가고
있으며, 기상에 별 이상이 없으면 내일(18일) C4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밤 10시부터 정상
등반길에 오를 예정임. 안국전, 정성교, 현중섭 등 지원대는 오후 BC에 무사히 도착함.
2012. 5. 17. 14  : 07  현중섭 문자메시지에 의함.

♣ 이선용 2012-05-17 16:34
2, 3진 중 이승구, 이승환, 김성수, 구자란, 이승우 5명은 18일 귀국, 권태경, 장낙필 2명은 23일 귀국예정입니다. 정
상공격 팀은 날씨만 좋으면 18일 밤 10시에 출발해 19일 오전 10시경 정상에 등정할 계획입니다.우리시간은 19일 토
요일 오후 1시경입니다. 부디 맑은 날씨에 성공등정의 위업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C1:5943m,C2:6400m,C3-
7162m,마지막C4-8000m 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상 8850m 입니다. 힘내라,화이팅!

♣ 손근남 2012-05-18 08:24
에버레스트의 신령님이시여!  오르는 발거름마다 힘을 주시고, 내려오는 발거름 잘 받쳐주시옵소서.

♣ 이선용 2012-05-18 09:15
맞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여신이 품을 열어 주어야 오를 수 있습니다. 올 봄초 유난히 날씨가 좋지않아 등산 시즌이 예
년보다 늦게 열렸습니다.. 셀파들의 등산로 고정로프 설치가 늦어지고 등로 개설이  많이 늦추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팀이 거의 모든 원정대의 선두 그룹에 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하늘이 도와 행운
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원정대 소식(2)
•작성자 : 허길행  •작성일 : 2012/05/18 (금) •조회 : 159  •추천 : 0

등반조 3명 모두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 8시경 C3를 떠나 C4로 가고 있으며, 오늘 밤 강한 제
트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등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상태가 양호할 경우 예
정대로 오늘(18일) 정성에 도전하게 됩니다. 전 회원께서도 한 마음으로 우리 등반대가 정상
등정에 성공하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섭 부단장의 문자메시지에 의함.

♣ 안상원 2012-05-19 08:09
매우 흥분된 마음을 가다듬으며 등반 소식을 들으려고 수시로 홈페지를 들어옵니다. 전 대원의 성공적인 정상등반과
귀환을 기도하면서 감격의 기쁜  소식을 우리 산악회 회원 모두가 곧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축!!! 에베레스트 등정(5/19)
•작성자 : 김태용  •작성일 : 2012/05/19 (토)  •조회 : 409  •추천 : 0

마음이 벅차 오네요. 50년 동안 염원하던 에베레스트 정상을 드디어 등정하였습니다. 방금
BC팀에서 진교춘 단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차로 오영훈('97) 회원이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
에 성공하고 C4로 내려오고 있답니다. 이어서 서정환 회원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고 있고, 유
선필 회원은 로체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대원도 성공적인 등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모
든 회원분들과 하늘에 감사합니다.

♣ 이선용 2012-05-19 09:25
밀려오는 벅찬 감격에 눈물 납니다.

▒ 유선필 로체봉 등정
•작성자 : 허길행  •작성일 : 2012/05/19 (토) •조회 : 30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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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섭 부단장의 전언에 의하면, 우리의 호프 유선필 대원이 고정로프가 부족한 어려움 가운
데에도 현지시간 9시반 경에 로체봉 정상에 도착하여, 올해 최초의 로체 등정 성공팀이 되었
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김만식 2012-05-20 07:27
특히 유선필군에 대해 속으로 무척 걱정을 했는데 세계 4위의 높이를 자랑하는 로체에 오르다니 정말 감동먹었습니
다.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한번에 올랐으니 이제 나머지 12봉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수고
한 가운데 특히 현중섭,서윤섭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 박승환 2012-05-20 07:43
유선필 대원의 쾌거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 안상원 2012-05-20 08:28
유선필 회원의 로체 등정에 놀람과 감격을 표시합니다. 초기의ㅣ은근한 걱정이 오히려 이와 같은 기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면서 저희 산악회원들의 놀라운 저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실감합니다. 멋있는 자축연을 기대합니다. 
서울대 농생대산악회 만만세 !!!

♣ 박순식 2012-05-20 10:12
유선필 대원의 은근과 끈기로 로체봉을 잘 올랐다니 무척 반갑군요.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또 한 번 생각나는군
요. 산행을 잘 마무리하고 전대원의 안전귀환을 기다립니다. 오랜시간 끈기로 추진해 주신 추진위원단, 모든회원, 대
학, 동창회, 협찬사 등 모든 분들의 협력에 등반을 허락해 주신 하늘도 도우셨군요. 등반대원 모두 축하드립니다.

♣ 서윤섭 2012-05-20 15:46
로부체 정찰등반 부터 고생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체 등정을한 유선필 대원의 끈기와 저력에 다시한번 축
하하며, 전대원의 안전귀환하기를 바랍니다. 유선필 대원은 돌아오면 제일먼저 부모님에게 큰절 하도록 해라.

♣ 이선용 2012-05-21 09:16
로체까지 보너스로 품에 안아 대박 부자된 기쁨. 금년 한 해는 밥 안먹어도 배부를듯, 이 참에 고봉 14개 모두 가봐.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 허정회 2012-05-21 09:56
유선필 대원의 로체 등정 축하합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서 내려 오기 바랍니다.

♣ 손희영 2012-05-21 12:10
야~호 추카추카합니다.우리 산악회가 로체 등정기록을 갖게 되었군요.

♣ 홍하일 2012-05-21 12:27
선필 로체등정 축하~ 아울러 안전하산 기원합니다.

▒ 원정대 소식
•작성자 : 허길행   •작성일 : 2012/05/20 (일) •조회 : 292   •추천 : 0

원정대원들이 무사히 하산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20일) 네팔시간 9시 현재 서정
환은 C3, 유선필은 C4, 오영훈은 C2에 머물고 있고, 곧 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
신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합니다.

♣ 김태용 2012-05-20 14:50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네팔의 시간차이는 3시간 15분입니다. 아마 어제까지 하산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안전한 지점까지 하산하기를 바랍니다.

♣ 박승환 2012-05-20 22:21
평소 늘 해오던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한 산행으로 무사귀환하시길 기원합니다.

▒ 원정대 소식(언론 보도관련)
•작성자 : 허길행  •작성일 : 2012/05/20 (일)  •조회 : 292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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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orea Times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오영훈 대장 등 한국 원정대 2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현지 확인 결과 오 대장은 C2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며, 충남고 등반팀에
서 애석하게 2명이 실종되었다가 1명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손근남 2012-05-21 08:09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현지에서 서로 의지하던 충남고팀의 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한 발, 한 발 안전귀환을 빕니다.

♣ 강승훈 2012-05-21 08:45
무사히 귀환하기를 빕니다. 충남고 산악회 회원도 무사하길 빕니다.

▒ 5.22(화)일자 조선일보 기사내용(카피) 올립니다
•작성자 : 정동활   •작성일 : 2012/05/22 (화)   •조회 : 187   •추천 : 0

서울대 농생명과학대산악회 5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한필석 월간 산 기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서울대 농생명과학대산악회(회장 허길행) 원정대
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50m)와 로체(8516m) 동시 등정에 성공했다.
지난 3월 30일 출국한 에베레스트 원정대(대장 오영훈)는 5월 2일 7200m 지점에 제3 캠프

를 구축했으나, 예전과 달리 악천후가 지속되고 낙석이 많이 발생해 등정을 미뤘다. 같은 루트
로 등반한 60여개 등반대 중 절반 정도는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정대는 포기하지
않고 5월 18일 8000m 지점에 제4 캠프를 설치했고, 19일 오전 4시 30분 세계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다. 같은 팀의 유선필 대원은 19일 오전 9시 30분 세계 4위 고봉인 로체 등정에 성공했
다. 로체 등정은 이번 시즌 첫 등정이다. 등반대는 5월 28일 귀국 예정이다.

♣ 이춘식 2012-05-22 22:09
오늘에서야 인터넷이 제대로 되네요. 그제 태용이 문자 받고 보려고 했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넷이 안되서 못봤고
글도 못썼네요. 자축연도 오늘 마감이라 일때문에 못가고 어찌되었건 역전농대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입니다. 최고봉
과 제4봉을 동시에 등정하다니.. 제일 처럼 기쁘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무척 자랑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기사/정리가 잘되었음
•작성자 : 정동활  •작성일 : 2012/05/23 (수)  •조회 : 193  •추천 : 0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악회,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기사입력 [2012-05-22 15:46] 

아시아투데이 홍경환 기자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산악회 회원들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8850m)와 세계 4위봉인 로체(8516m)의 동시 등정에 성공했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영훈 등반대장(34, 농생물학과 97학번, 현재 미국 U.C.

리버사이드 인류학 박사과정)과 유선필 대원(21, 동물생명공학부 2년 재학)이 각각 에베레스
트와 로체 정상에 올랐다. 
서울대측은 이번 등반이 단과대학 산악회 동아리에서 추진한 국내 산악사의 최초의 성과, 학

업중인 순수한 아마추어 산악인의 성공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
학대학 산악회는 1962년 경기도 수원 캠퍼스 농대 시절에 오인광(작고, 농생물 62학번) 동문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됐다. 
이번 원정은 산악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08년부터 기획되었으며, 등반추진위

원회를 구성하여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2억원이 넘는 경비는 졸업한 선배 산악회원 150여명
이 십시일반으로 모금과 함께 동문 기업과 동창회 그리고 학생처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원정대의 출발과 함께 산악회장을 포함한 3명의 지원대가 베이스캠프까지 동행을 하였으며,

5월 초에는 전현직 지도교수를 포함한 10명이 등반 현장인 베이스캠프를 방문하여 등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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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했다. 현재 베이스캠프에는 원정대 부단장 (현중섭, 임학 65학번) 등 선배 회원들이 남아
서 등반대원들의 귀환준비를 하고 있다. <홍경환 기자 arme99@asiatoday.co.kr>

▒ 선필 로체봉등정 기사(from 김성수/69)
•작성자 : 정동활  •작성일 : 2012/05/23 (수)  •조회 : 261  •추천 : 0

서울대 농생대생 유선필씨, 세계 4위 로체봉 올해 첫 등정 
머니투데이 정도원 기자 |입력  : 2012.05.22 13:12|조회  : 39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악회의 유선필(21·동물생명공학과 2학년)씨가 19일 히말
라야의 로체봉(해발 8516m·세계 4위)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 서울대 농생대산악회의 한 관
계자는 “3월 30일 네팔으로 출국한 3명의 정상 등정팀은 18일 밤 캠프4(8000m)를 출발해 13
시간 만에 힐러리 코스를 통과했으며 오명훈 대원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유선필 대원이 로체
봉 정상을 동시에 등정했다”고 밝혔다.
등정팀 최연소 대원인 유씨의 히말라야 정상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말 진행

된 에베레스트 사전 정찰 과정에서 고소 적응에 실패, 12월 21일 네팔 팡보체(3984m)에서 의
식불명 상태에 빠지며 헬기로 응급 후송되는 위급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그의 부모가 등정
팀 합류를 격렬히 반대한 것도 당연한 일. 그러나 그는 부모를 설득한 끝에 2012학년도 1학기
를 휴학하고 등정팀에 합류하는 강한 도전 정신을 보여 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등정팀에 합류한 유씨의 로체봉 정상 도전도 험난의 연속이었다. 현지의

기상 상태가 계속 불순해 로체봉은 올해 아직까지 그 누구의 정상 등정도 허용치 않고 있었다.
그 또한 정상을 불과 200m 앞두고 휙스로프가 부족해져 하산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휙스로프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8516m 세계 제4위의 고봉에 오르
는데 성공했다. 이로서 유씨는 올해 최초로 로체봉 정상에 등정한 인물이 됐다.
서울대 농생대산악회의 관계자는 “올해 에베레스트의 기상 상태가 내내 좋지 않다가 5월 18

일부터 20일까지 잠깐 기상이 좋아져 이 틈을 이용해 100명 이상의 산악인들이 일시에 몰렸
다”며 “병목 현상으로 인한 하산 지연으로 다시 기상이 악화되면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
다”고 안타까워했다. 충남고 OB산악회 송원빈씨의 실종도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관계자
는 이 때문에 “등정팀 대원들이 모두 무사 귀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등정팀 대원 3명은 21일 오후 2시 35분경(한국시간) 전원 베이스캠프에 귀환
했으며, 대원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난, 대학가의 스펙 쌓기 열풍 등으로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의 산악부 명맥이 대부분

끊어진 가운데, 서울대학교 최초로 농생대산악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한 정상
등극이 성공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머니투데이의 필리핀 영어캠프에 스터디 멘토로 동행할
예정인 서울대 농생대의 한 학생은 “유선필씨가 보여준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학생
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 손근남 2012-05-23 12:09
자랑스럽네요.

♣ 박승환 2012-05-23 21:25
대학 재학생들의 활발하고 멋진 캠퍼스 생활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에베레스트원정대 귀국//공항영접 가실 분?
•작성자 : 정동활  •작성일 : 2012/05/24 (목)  •조회 : 196  •추천 : 0

등반대 소식(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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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오영훈 대장, 서정환, 유선필 대원, 현중섭 부단장, 정성교, 안국전 대원이
5.25일 (내일) 귀국합니다. 그리고 트레킹팀에서 일찍 내려왔던 권태경, 장낙필 대원도 내일
같이 귀국합니다. 총 8명이 5월 25일(금) 저녁 11시 30분 인천공항 도착 KE696 편으로 귀국
합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간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인천공항으로 환영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꽃다발

과 현수막 준비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실 분들은 ....굴비 달아주셔요!!!! 총무배상

♣ 정동활 2012-05-25 11:15
참고로 오늘 공항환영 나가실 분은 개인차를 많이 가져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짐들이 많아서 차에 싣고 와야 될 것 같
아요!!!

♣ 이춘식 2012-05-25 12:39
동활아, 나도 가려고 하는데 내차가 액티언 스포츠 화물칸이 있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 11시 40분경 도착하면 되
겠지.

♣ 강치선 2012-05-25 19:43
1톤 그레이스 봉고 화물수송 지원 및 환영 갑니다.

♣ 박승환 2012-05-25 23:54
지금쯤 인천공항에서 반가운 만남이 있겠네요. 사정상 공항에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마음 전합니다. 성공적인 에베레
스트/로체 등정과 무사귀환을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다.

▒ 감사
•작성자 : 현중섭  •작성일 : 2012/05/28 (월)  •조회 : 224  •추천 : 0

오자마자 흥분과 긴장속에서 정신 못차리고 도착한지 3일째 되었네요. 밤 늦게 먼 공항까지
나와주신 김만식,박영배 선배님과 허길행 회장을 비롯 많은 후배님들의 따듯한 영접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특히 꽃다발은 고등학교졸업 때 받아보고 처음입니다. 더 더욱 인천국제공항에
서....
자정을 전후해 좋은 횟집에 자리를 마련해 4주 내지 8주간 맛 보지 못한 싱싱한 회와 곁들인

양주 소주 맥주 특히 분위기 넘 감사했습니다. 
원정대 단장대행 현중섭

♣ 박승환 2012-05-30 00:04
선배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원정대가 당초의 목표를 안전하고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 뒷바라지
하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뵙게 되겠지요?

♣ 이선용 2012-05-30 12:03
정말 수고 많았어. 마무리 할 일도 태산같을텐데  깔끔하게 끝내기를

▒ 등반대장 오영훈입니다
•작성자 : 오영훈  •작성일 : 2012/05/29 (화)  •조회 : 386  •추천 : 0 
_bf_c0_bf_b5_c8_c6ev1.jpg (1,090KB) (Down:2)

농대산악회 선후배님 모두 안녕하십니까?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뒤늦은

감사 올립니다. 특히 오랜 준비기간 다른 일 제쳐 놓고 열심으로 준비하신 진교춘 단장님 이하
현중섭 부단장님, 서윤섭 사무총장님, 김성수 기획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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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등반은 한편으로 올해 기상 여건이 안 좋은 등 여러 악재가 겹쳤는데도, 대행사 측에서
도 성실하게 등반을 도왔고, 현지 고용인들도 적극적으로 등반에 함께 했습니다. 지원팀으로
참여하신 여러 분들의 격려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등
정성공과 무사귀환이라는 두 목적을 분명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선필 대원은 5월 18일 밤 10시경 제4캠프(7900m)를 출발, 이튿날 오전 9시 30분 경 세계

4위봉 로체를 등정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했던 오영훈 대
장과 서정환 대원은 5월 18일 저녁 7시 45분 경 제4캠프(8000m)를 출발, 서정환 대원은 5월
19일 오전 7시 30분 경 에베레스트의 발코니(8500m)와 남봉(8750m) 중간 부분에서 돌아서
서 비록 목표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목표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소중함
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같은 날 새벽 3시 경 정상직하에 도달, 1시간 30분
정도를 해가 뜨기를 기다린 뒤 4시 30분 경 에베레스트를 오름으로써 개인적인 영광이 됨은
물론 원정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서정환 대원이 하산 후 약간의 폐 관련 질환으로 고생했지만 현재 치료 중으로 곧 완쾌되리

라 보고 있습니다. 등반팀은 등반보고서 제작 및 해단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15일로 잠
정 예정된 해단식 때에 많은 선후배님들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원정에 함께 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등반대장 오영훈 배상

♣ 박영배 2012-05-29 10:00
여명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오 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영상입니다.(약간의 PS 가미한 사진 메일로  보냈습니다)
♧오영훈영배형님 감사합니다. 사진 잘 받았습니다^̂  5/29 19:34

♣ 전양 2012-05-29 10:01
우리 모두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준 그대들이 자랑스럽고 고맙기 그지없네. 
♧오영훈 형님 감사합니다. 저도 에베레스트 원정을 추진해 결국 성사시킨 우리 산악회의 저력에 계속 감탄하고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5/29 19:36

♣ 노수경 2012-05-29 18:07
영훈아, 고생많았다. 귀국하자 마자  설악산도 간 모양이더라. 사람이 아니고 마징가Z?̂  ̂그런데 에베레스트에서 저
렇게 큰 플래카드 들고 사진찍은 팀은 우리가 최초 아닌가?ㅋㅋㅋ
♧오영훈 수경형, 휴가 차 간 건데요, 정말 피로가 풀리고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상 사진은 원래 작
은 깃발로 여러 개 촬영했는데 모두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어서, 그 필름은 아직 네팔에서 오고 있는 중이고요. 정상에
서 디카로 찍은 유일한 사진이예요. 플래카드는 연습촬영용으로 가져간 건데 그게 메인 사진이 되었네요^̂  고맙습니
다. 5/29 19:38

♣ 박승환 2012-05-30 00:12
장하다. 영훈! 우리는 결과만 보게 되지만 가는 길에 엄청 고생이 많았겠지? 이번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좋
은 믿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학업도 잘 마치기를 바라고...

♣ 서윤섭 2012-05-31 07:49
50년 동안 남이 올라 가는 사진만 보다가 서울 농대 산악회가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것을 보니 실감 납니다. 5월29일
저녁 식사자리에서 오영훈 대장 이야기 들으며 이 사진 보니 더 실감나고, 내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훈,
서정환,유선필 대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더욱더 좋은 등반 계획하고 등반활동 이루워 지기
를 희망 합니다.

♣ 하충완 2012-06-01 12:30
오 대장, 정말 수고많았고 통쾌하고 자랑스럽다. 5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다. 해단
식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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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철 012-06-02 09:15
내가 아직도 꿈속인 것 같으이,,,,, 해단식때 꼭 껴 안아 주마.

▒ 본회-네팔 장학재단 설립
•작성자 : 오영훈  •작성일 : 2012/06/17 (일)  •조회 : 338  •추천 : 0

안녕하십니까? 오영훈(97)입니다.
지난 에베레스트 원정을 해단식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어 무척 기쁘고,  또 노력하신 분들 및

성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에베레스트 원정의 성공을 기념하고, 또한 향후 바람직한 산악활동을 전개하는 의미에

서, 현중섭 단장대행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네팔 현지 셰르파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
립할 계획입니다.
금번 원정대 대행사 사장이었던 밍마 셰르파는 마칼루 지역 출신으로, 그곳은 에베레스트가

위치한 쿰부지역보다 외부의 관심이 거의 없어 꽤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은 마침 제가
다음 주에 출국해 약 15개월 간 머물며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가칭)Arun-Valley지역을 위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악회 장학재단(CALS

Alpine Club,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larship Foundation for Arun-Valley)라는 이름으로 현지에
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은
현중섭, 밍마 셰르파("Seven Summit Trek" 대표), 서기석("유라시아트렉" 대표), 오영훈 등
네 명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등반을 마친 직후 네팔에서 밍마 셰르파와 이미 논의가 되었습
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전개 방향, 그리고 초기 집행 사업은 제가 그곳에 있을 동안 직
접 확인하며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진행 상황을 한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도 계
속 드릴 예정입니다.
재단의 재원은 현중섭 부단장님께서 최소 5년 약정 연간 1만 달러를 약속하셨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벌써
두세 분이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등반의 성공도 기쁜 일이지만 산에서 함께 한 이들을 돕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미래 세대의

양성에 함께 한다는 것은 더욱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체나 재단법인체 등에서 네팔 각 지역을 대상으로 간간이 그와 같은 사업을 벌

이곤 했지만 대부분 외부에 잘 알려진 지역, 즉 이미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오른 이들을 대상
으로 지원해 왔으며, 특히 단위 산악회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사회사업을 벌인 사례는 제가 아
는 바로는 없습니다. 우리 산악회의 명예를 또 한 번 드높이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 위부성 2012-06-17 22:30
자네가 네팔에 있을 때,, 안나푸르나 트레킹,, 함 가야할텐데.. 처음 간 '산악회 반실'에서 쪽잠을 자고,, '오름반실'도
구경하고,, 간만에 한양나들이,, 뜻 깊었었다.. 항상 건강 챙기고,, 뜻한바 소원성취 하거라..

♣ 이승환 2012-06-19 18:50
아주 좋은 일입니다. AAA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계획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부성 2012-06-20 22:31
잠깐!,, 무심코 읽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뭔가 문제가 있네.. 이게,, 상기 몇몇 회원들끼리 상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정식으로 우리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이뤄진 건지? 우리산악회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후원하며 발족
할 건지? 그냥 뜻있는 몇몇 회원이 참여할 건지?,,(이럼 우리산악회의 이름이 들어 갈 필요없고..) 모든 취지는 좋은것
같은데,, 일방적 통보같은 느낌이 들어서,, 웬지 씁쓸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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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환 2012-06-21 00:17
우리의 가난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우리가 좋아하는 희말라야의 언저리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어린이
들을 돕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위부성 선배님 의견처럼 뜻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
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많은 회원의 뜻과 정성을 모아 진행할 때 그 의미와 지속가능성도 커질 것
이구요.

▒ 한줄 글 남기기

85 위부성 06/17 22:21

이렇게,, '50주년 기념등반'은,, 역사가 되었고,, 우리의 좋은 추억으로 저장되었다.. 

84 오영훈 06/17 18:43
어제 보고회/해단식 겸 홈커밍데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7 위부성 05/26 06:18

서둔벌에 씨를 뿌려,, 관악의 정기를 받아,, 히말라야에서 꽃을 피우다..

76 위부성 05/25 07:19

'65 형님들!,, 농대산악회의 든든한 뿌리,, 사랑합니다!

74 위부성 05/23 06:23

5월은,, 두근두근, 조마조마,, 그리고,, 행복했다!

73 박승환 05/22 22:35

요즘 홈피 방문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등반대원들 빨리 보고싶네요.

72 위부성 05/22 15:44

피곤들 할텐데,, 전세기 보내? 말어?,,ㅎㅎ!

71 위부성 05/21 15:08

자궁이 답답했는데,, 이제야 뻥 뚫렸네!,, 휴~! BC에 '65형들!,, 피가 말랐겠구나!

70 위부성 05/19 10:30

축하!축하!축하! 이젠 무사히, 건강하게 하산하길!

69 손근남 05/17 15:11

밤 열시부터 천우신조를 기원합니다.

65 김전암 03/30 15:17

원정대가 오늘 아침 출국했군요. 건강하고 무사한 원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64 위부성 03/30 13:39

모든 회원들의 '기'를 모아서,, 무사히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화이팅!!!

63 박승환 03/28 14:28

에베레스트원정 발대식의 앞쪽만 보고 내려와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고 멋진 등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농생대동창회보 68호 2012년 1월 1일》

《한국일보 2012년 3월 31일》

《대학신문 2012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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