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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하, 하와이 오아후섬
200만 년간 비바람에 깎여 세로로 홈이 진 코올라우산맥의 장엄한 절벽은 오아후섬의 ‘도시’와
‘전원’을 나누는 일종의 경계 역할을 한다. 산맥 한쪽에는 현대 도시 호놀룰루가 자리하고,
반대쪽으로는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찾아 갈 만한 대자연이 펼쳐진다. 탁 트인 자연 한가운데 서면
하와이어 인사 ‘알로하’ 중에서 현지어로 ‘숨’을 뜻하는 ‘하’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글 캐서린 로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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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es

ROOM TO BREATHE
The fluted green cliffs of the Koolau Range, chiseled to majesty by 2 million years of wind
and rain, demarcate a figurative boundary between Oahu’s “town” and “country.” On one side,
Honolulu bustles in modernity. The urban-weary head for the country instead. Steeped in
natural beauty, these open spaces put the hā in “aloha,” literally “the presence of breath.”
Which side will you choose? By Catharine Lo Griffin

THE LIFE AQUATIC
During an eruption of the Koolau Volcano
32,000 years ago, the violent union of
magma and water created plumes of
ash that settled as tuff cones. When the
ocean breached the rims of two of them,
it flooded the crater and created Hanauma
Bay. Hanauma’s fringing reef and rich
coral beds attract an abundance of aquatic
life, and in the 19th century it was a favorite
fishing spot of King Kamehameha V.

생명의 바다
3만 2000년 전 코올라우 화산 폭발 당시, 마그마와
물의 격렬한 반응으로 터져 나온 화산재가 쌓여 섬
주변에 응회구(凝灰丘)가 생겨났다. 두 개의 응회구
아래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분화구가 넘치면서
지금의 하나우마만이 형성됐다. 만(灣)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 지대는 다양한 수중 생물로
가득하다. 19세기에는 말굽 모양의 이곳 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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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하메하 5세가 낚시를 즐겼다고 한다.

서퍼의 천국
오아후섬의 북쪽 해안 ‘노스쇼어’의 또 다른 이름
‘7마일의 기적’은 파도타기의 매력에 빠진 서퍼들이
붙인 별명이다. 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파도타기
명소 중 서퍼들의 도전 의식을 가장 북돋는 곳은
‘반자이 파이프라인’이다. 야수 같은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와 하늘 높이 솟구친 뒤 들쭉날쭉한 암초 위로
산산이 부서진다. 위험한 만큼 그 보상도 상상
이상이다. 파도타기 고수라면 거대한 파도 터널 속을
가로지르는 아찔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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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S OF CONSEQUENCE
Of all the world-class waves along the
“Seven-Mile Miracle,” the name given
to a stretch of the North Shore, none is
more alluring or unforgiving than the
Banzai Pipeline — a parade of monstrous
waves that rear, pitch and curl over before
reeling across a jagged reef. Surfers here
assume the ultimate risk for the ultimate
prize: an adrenaline-fueled ride through a
cavernous, swirling, liquid barrel.

DIVIDING LINE
From atop the Nu‘uanu Pali cliffs, the wind
is fierce and the panorama exhilarating.
The passage here, a critical link between
the windward coast and Honolulu, also
bridges the past and the present. During
the Battle of Nu‘uanu in 1795, this was the
final view for hundreds of Oahu soldiers
who jumped or were forced off the cliffs by
the warriors of Kamehameha the Great.
It was the decisive battle that allowed
Kamehameha to unite the islands and
establish the Kingdom of Hawaii.

바람의 언덕
누우아누팔리 절벽에 올라서면 거센 바람과 함께
탁 트인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바람이 불어오는
해안과 호놀룰루를 이어 주는 길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기도 하다. 1795년 누우아누 전투
당시, 카메하메하 대왕의 전사들에게 쫓기던
오아후 군사들은 이곳 절벽에서 자의, 또는 타의로
뛰어내렸다. 이 전투를 계기로 카메하메하 대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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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전체를 통일하고 하와이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

DROPPING IN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e short or
tall, male or female, black or white, rich or
poor — adoration of the sea is universally
felt. When the salt water washes over you,
your outer identity dissolves. Your mind
becomes present. Time takes your side.
Maybe you seek to tackle waves the size of
buildings. Maybe you’re content to bob up
and down near shore. Either way, Oahu’s
ocean playgrounds make terrestrial
worries seem distant. For those moments,
you are anonymous, and you are free.

자유의 바다
외모, 성별, 인종, 빈부는 바다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닷물이 온몸을 적시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온전히 파도타기에 집중하게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집채만 한 크기의 파도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해안 근처 얕은 물에서 파도를 탈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오아후의 바다 놀이터에서만큼은
뭍에서의 고민 따위 다 털어 내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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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자유로운 존재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