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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BEFORE MAN

The name Serengeti derives from a Maasai phrase that means “endless plains.” 
Tanzania’s iconic national park certainly feels that way — a seemingly infinite expanse 

of rolling grasslands, wooded river courses and rocky outcrops that safeguards one 
of the last great bastions of nature. Devoid of human habitation, the Serengeti offers 

a rare glimpse of what the Earth was like before mankind. By Joe Yogerst

태곳적 땅
 탄자니아 세렝게티

마사이어로 ‘끝없는 평원’이라는 뜻의 ‘세렝게티’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구릉을 품은 초원이 광활하게 펼쳐진 가운데, 우거진 수풀 사이로 강이 흐르고 

노두(露頭)가 솟아오른 세렝게티 국립 공원은 지구상 몇 남지 않은 대자연의 요새다. 

인간의 흔적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곳에서, 인류 탄생 이전의 지구가 

어떠했을지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 글 조 요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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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잇과 왕국

평원을 달리는 치타, 아카시아나무에 숨은 

표범 등 육식 동물은 세렝게티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중에서도 사자는 세렝게티 

국립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이다.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으로 사자의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1920년대 영국 식민 정부는 

세렝게티 평원을 야생 동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늘날 세렝게티에 서식하는 사자는 

약 3500마리, 무리로 따지면 300무리에 달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자랑한다. 

WHERE THE CAT IS KING
Whether a curious cheetah on the open 
plains or a leopard lurking in an acacia 
tree, carnivores are an integral piece 
of the Serengeti ecosystem. Lions are 
the park’s most renowned animal. It was 
the hunting of lions and a sharp decline 
in their numbers that prompted the 
British colonial government to declare 
the Serengeti Plains a protected area 
in the 1920s. Today, around 3,500 lions 
are spread across 300 prides — Africa’s 
greatest concentration of the big 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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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식 동물 대이동

가장 놀라운 자연 현상 중 하나는 매년 약 150만 

마리의 누, 50만 마리가량의 영양, 20만 마리에 

이르는 얼룩말 외에 수많은 초식 동물이 세렝게티 

평원의 대이동에 참여하는 광경이다. 이동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있긴 하나, 실제로 대이동은 

연중 이어지는 현상이다. 세렝게티의 초식 동물은 

큰비가 내린 후 무성하게 자란 신선한 풀을 찾아 

초원을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연중에는 평원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으로, 연말에는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다.  

THE GREATEST MIGRATION
One of nature’s most incredible spectacles 
is the annual migration of some 1.5 
million wildebeest, approximately half 
a million antelope, 200,000 zebras, and 
other herbivores across the Serengeti 
Plains. While there are definite peaks, 
the Great Migration is actually a year-
round phenomenon, a massive clockwise 
journey in search of the fresh grass that 
sprouts after the big rains: northward 
along the western edge of the Serengeti 
during the middle of the year, southward 
along the park’s eastern edge at it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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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웃

사실 세렝게티는 코끼리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코끼리는 탁 트인 평원보다는 

먹을 것이 많은 사바나 지대나 숲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17년 동안 세렝게티 국립 

공원의 코끼리 개체 수는 3배나 증가했다. 

이 거대한 후피 동물에 세렝게티로 이동해 온 

이유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항공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밀렵이나 포획 등 사람들의 불법

침입과 서식지 파괴에 취약한 지역에서

국립 공원으로 이주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NEW NEIGHBORS
The Serengeti isn’t typical elephant 
country — the big beasts normally shun 
open plains in favor of savanna woodland 
or forest with far more fodder. Yet over a 
recent 17-year span, the park’s elephant 
population increased threefold. You can’t 
ask pachyderms why they’ve decided 
to relocate to the Serengeti. But aerial 
surveys suggest they’re migrating from 
areas outside the park where they’re 
more vulnerable to poaching, human 
harassment and habita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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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거인

몸집이 큰 야생 동물이 주로 주목받지만, 

세렝게티의 작은 동물 역시 매혹적이다. 

수컷 아가마도마뱀은 산호색이나 주황색 

머리와 강청색 몸통이 특징인데,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열정적인 ‘팔 굽혀 펴기’를 

하곤 한다. 화산 활동의 결과로 땅 위로 

돌출된 암석 지대는 세렝게티의 대표 지형 중 

하나로, 바위너구리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토끼를 닮은 바위너구리의 몸집은 아주 

작지만, 살아 있는 동물 중 코끼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알려져 있다.

SMALL WONDERS
While the larger wildlife grabs most of the 
limelight, the Serengeti’s small animals 
are often just as fascinating. Take the 
male agama lizard, a chromatic creature 
with a coral pink or orange head and 
electric blue body that’s often seen doing 
frenzied “push-ups” to attract females. 
The park’s distinctive kopjes (volcanic 
outcrops) are also home to the rock hyrax, 
a small, rabbitlike critter that, despite its 
diminutive size, is considered the closest 
living relative of the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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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생존 지대

세렝게티의 야생에서 생존 경쟁이 매일 

벌어지듯, 인간 사회에서는 세렝게티를 지키기 

위한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촉발된 가뭄, 농지와 야생 동물 고기의 수요 

증가, 초식 동물의 이동로를 가로지르는 

고속 도로 건설 계획은 공원 전체와 동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야생 동물 관광업이 활성화하고, 

세렝게티를 지키지 못한다면 지구의 남은 

지역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덕에 최악의 위기는 모면한 실정이다. 

SURVIVAL OF THE FITTEST
While the daily struggle for survival plays 
out among the park’s wildlife, a fight for 
the Serengeti’s survival is being waged 
at the human level. Drought sparked by 
climate change, demand for bushmeat and 
farmland, and proposals for highways that 
would cross the migration routes imperil 
the park and its animals. The factor that 
keeps the threats at bay is wildlife tourism 
… and a growing consensus that if the 
Serengeti can’t be saved, then there’s little 
hope for the rest of the pl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