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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about the regional difference by climate over mountainous area of northern Pakistan. The 
mountainous area of northern Pakistan is divided into southern and northern slope by the Himalayas and monsoon. 
There is a lot of vegetation during monsoon season on the southern slope. But on the northern slope, regardless of 
monsoon, vegetation is only around the river. The southern slope lacks water, and the color of the river is clear. But 
the northern slope is rich in inflow, and the color of the river is murky. The people on the southern slope farming in 
slopes and can be just for themselves, but people on the northern slope produce surplus products as they farm twice 
a year in f lood plain.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people on the southern slope have low educational levels 
against a high levels of education on northern slope. People on the northern slope are open to outsiders through the 
silk road, but not on the southern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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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파키스탄에서 산지는 국토의 약 61%를 차지하여 

기후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전체 

인구의 18%인 약 4,000만 명이 산지에 거주하고 있

어서(Rasul and Hussain, 2015) 산지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대체로 인더스강을 따라서 산지와 평야 

지역이 구별되며 산지는 북부와 서부에 치우쳐 있

고 동쪽에 평원지역이 분포한다. 특히 파키스탄에

서 해발 4,000m 이상의 높은 산지는 대부분 북부에 

위치하여(Figure 1) 지역성을 특징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산지를 따라서 거주하는 민족 분포도 

차이가 크며, 큰 골짜기마다 다른 문화를 유지하기

도 한다. 산지가 분포하는 서부는 이란과 아프가니

스탄, 동부는 인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산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각지의 크고 

작은 산지를 따라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에

서도 산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반도에

서도 계절별로 풍향에 따라서 사면 간에 기후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

게 일반적으로 파키스탄에서는 남서몬순기에 풍상 

쪽 산지 사면을 따라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평

지는 강수량 부족을 겪기도 한다. 이런 강수량 분포

의 차이가 산지를 사이에 두고 골짜기마다 다른 문

화 특성을 발달시켰다.

파키스탄은 남쪽의 펀자브평원에서 일명 GT로드

(Grand Trunk Road)로 불리는 N5 도로 이북으로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고도가 높아지며,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힌두쿠시산맥이 마주치는 바부사르 탑

(Babusar Top)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 사면 간에 경

관 차이가 뚜렷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가 

기후 차이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가 두 지역

의 지리적 특성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Figure 1. Topography of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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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를 위하여 파키스탄 현지에서 관찰 및 주

민 면담을 통해서 얻은 자료와 파키스탄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바부사르 탑의 

북사면과 남사면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통계자

료는 ASER(2019), Finance Division Government 

of Pakistan(2021),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2021) 등 온라인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지역의 현지답사는 현지 안내인(사비르, 문어

발)을 동행하여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진행하였다. 현지답사에는 경관 관

찰과 더불어 각 사면에 분포하는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대상으로 집중면담도 실시하였다. 현지답사는 

펀자브대학 라호르 캠퍼스 지리학과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현지 사정상 소위 카라코람 하이웨이로 불

리는 N15 도로와 N35 도로 등을 따라서 진행하였

다(Figure 2). 당시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는 탈레

반 활동 지역의 하나로 안전상 파키스탄 정부 당국

에 의하여 통제된 곳이 많았으며, 답사 중 일행의 안

전을 우려하여 무장한 경찰이 동승하기도 하였다.

지리학은 지역 차이를 규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특정 지역을 사례로 기후가 지역 경관

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지역과 쉽게 차별화되는 극한지역을 대상으

로 지역의 경관과 문화 등을 기후와 관련지어 설명

한 연구로는 Lee(2011), Lee et al.(2018), Shin et 

al.(2020) 등이 있다. 파키스탄 또한 지역성이 뚜렷

하지만 접근성이 낮아 현지 답사를 통한 연구가 거

의 미미한 실정이므로 연구지역으로서의 의미가 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키스탄에서 산지가 기

후 차이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가 지역의 지

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파키스탄 북부의 기후 특성

파키스탄은 24-37°N, 61-78°E에 위치한다

(Figure 1). 파키스탄에는 북부의 히말라야, 힌두쿠

시, 카라코람 등 세계적으로 높은 산맥들 뿐 아니라 

Figure 2. Field trip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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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 평원, 발루치스탄 고원 등이 분포하고 있어 

지형이 기후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부 산악지대에 북서에서 남동 방

향으로 뻗어있는 히말라야산맥은 여름몬순인 남서

풍과 겨울몬순인 북동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는 열대수렴대가 북상하

는 우기에는 남서풍이 우세하고, 남하하는 건기에

는 북동풍이 분다. 남서풍이 불 때 히말라야산맥 남

사면은 바람받이, 북사면은 바람의지에 해당한다. 

남서풍은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매우 습윤하면서 불

안정한 공기이기 때문에 히말라야산맥과 만나 지형

성 강수가 발달하기 쉬운 조건이다. 따라서 히말라

야산맥 남사면은 강수량이 많고, 이에 비해 북사면

은 강수량이 매우 적다. Figure 3의 연평균 강수량 

분포에서 산지의 영향이 잘 드러난다. 즉, GT로드 

북쪽과 바부사르 탑 사이에 다우지가 뚜렷하게 분

포하며, 해발고도가 높은 북부 산악지대는 고도와 

사면의 향에 따라 지역 간 연강수량 차이가 크다. 히

말라야산맥의 봉우리 중 하나인 바부사르 탑은 파

키스탄의 길기트 발티스탄(Gilgit Balitstan), 아자드 

잠뮤 카슈미르(Azad Jammu and Kashmir), 카이

버 팍툰와(Khyber Pakhtunkhwa) 세 지역을 구분

하는 경계점으로 남사면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연강

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은 1,600mm 이상인 곳

도 있다. 북사면은 연강수량이 약 0~500mm로 적

은 편이며 고도가 높더라도 바부사르 탑에서 멀어

질수록 연강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해발고도가 

낮은 평원지대는 지역 간 차이가 작고 연강수량은 

약 0~600mm 이다. 건기에 티베트 고원에서 내려

오는 차갑고 건조한 북동풍이 불어올 때는 남사면

이 바람의지, 북사면이 바람받이에 해당하여 히말

라야산맥 남사면은 온난하지만 북사면은 비교적 기

온이 낮고 건조하다.

Figure 4는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에 위치한 무자

Figure 3. Mean annual precipitation of Pakistan for 1991-2020 (source: Pakistan Meteorologic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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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바드(Muzaffarabad)와 북쪽 사면에 위치한 길

기트(Gilgit)의 기후그래프이다. 두 지점은 바부사

르 탑을 경계로 각각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며, 각각 

해당 지역의 전형적인 기후 특성을 보여준다. 남사

면의 무자파라바드는 남서몬순기인 7, 8월에 강수

량이 집중되고, 북사면의 길기트는 매달 강수량이 

50mm에도 못 미친다. 무자파라바드는 쾨펜의 기

후 구분에 따르면 중위도 온난기후(Cfa)에 해당한

다. 연강수량은 약 1,450mm이며, 최한월 평균기온

이 약 10℃로 연중 온화한 편이다. 차가운 북동풍이 

불 때에도 히말라야산맥이 장벽 역할을 하여 비교

적 높은 기온을 유지한다. 반면, 길기트는 쾨펜의 기

후 구분에 따르면 중위도 사막기후(BWk)에 해당한

다. 모든 달의 평균 강수량이 50mm 미만이며 연평

균 강수량이 약 154mm 정도로 매우 건조하다. 특

히 3~5월에 이란 쪽에서 이동해 오는 온대성저기

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다소 증가하지만, 남서몬

순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강수량이 급격히 감소한

다. 또한 차갑고 건조한 북동몬순의 영향을 받는 시

기에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여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3. 파키스탄 북부의 지리적 특성

1) 자연경관

(1) 식생

식생은 기후를 반영한 대표적 경관의 하나로 기

온, 강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계의 기후지

역을 구분할 때 쾨펜은 식생 분포를 지표로 삼기도 

하였다. 히말라야산맥에서도 사면 간의 식생 차이

가 명백하다. 특히 남사면과 북사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식생 분포 차이가 뚜렷하다. 히말라야산맥 남

사면에는 삼림과 초원이 넓게 분포하지만, 북사면

에는 식생이 거의 없거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관목

류의 거친 초목이 드물게 분포한다.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은 몬순의 영향을 받는 시기

에 식생이 풍부하다(Photo 1 upper). 특히 우기에

는 초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양과 염소를 키

우는 유목민과 꽃을 따라서 이동하는 양봉업자 등

이 몰려든다. 그러나 급사면을 따라 지표수가 하천

으로 쉽게 유출되기 때문에 건기에 초원은 누런빛

으로 변한다. 건기가 되면 유목민과 양봉업자는 다

른 곳을 찾아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특히 

Figure 4. Climograph of Muzaffarabad (left) and Gilgit (right) (source: https://ko.climate-d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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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눈이 쌓여 마을이 고립되는 경우가 많

아 도로망 자체가 폐쇄되므로 고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도가 낮은 마을로 일시적으로 

이주하고 다음 해 해빙기까지 마을은 텅 빈다. 

히말라야산맥 북사면은 경관상으로 암석사막이

다(Photo 1 bottom). 산지의 기반암과 암설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하천에 가까운 사면을 따라서 

낙타풀, 라나와 같은 거친 사막식생이 드물게 분포

한다. 다만, 북쪽 사면에는 빙하가 분포하고 있어서 

거의 연중 하천 유량이 풍부한 편으로 하중도나 범

람원 등의 지형에는 식생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Photo 2). 더욱이 하천 근처에 분포

하는 범람원은 비옥하여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남쪽 사면에 비하

여 북쪽 사면에 범람원이 넓게 발달하였는데, 이는 

북사면의 경사가 남사면보다 비교적 완만하기 때문

이라 생각한다. 북사면의 마을 주민들은 겨울철에

도 거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는다. 

Photo 1. Vegetation in southern slope (upper) and northern slope (bottom) of the Himala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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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를 흐르는 하천은 남서 몬

순과 이란 등에서 이동하여 온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강수에 의하여 유량이 유지된다. 또한 주변 산지에

서 흘러내리는 융빙수와 융설수도 하천의 유량을 유

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융빙수와 융설수의 

유무 차이는 하천의 탁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히말라야산맥의 남사면은 연 강수량이 1,500mm 

가까이 되지만 특정 시기에만 강수가 집중되므로 

물이 부족한 편이다. 이 지역은 남서몬순의 영향을 

받는 두 달 동안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그 밖에 이란에서 온대저기압이 이동해

오는 시긴인 봄철에는 월 강수량이 100mm를 웃도

는 수준이며, 그 외에는 월평귱 강수량 50mm 미만

이다. 이 지역에는 강수량 이외에는 물 공급원이 거

의 없기 때문에 몬순의 영향을 받는 시기와 봄에는 

물이 풍부하지만, 나머지 시기에는 물이 부족하여 

하천이 대부분 말라 있다(Photo 3 upper).

반면 히말라야산맥 북사면은 남서몬순이 산맥에 

가로막혀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월평균 강수량에 

따르면 건조기후에 해당하지만, 거의 연중 하천의 

물이 풍부한 편이다. 북쪽 산악지대는 고도가 높아

서 빙하가 분포하는 것이 히말라야산맥 남쪽 사면

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해빙기를 지나 기온이 상승

하기 시작하면 겨울철에 산지에 쌓인 눈과 빙하가 

녹은 융설수와 융빙수가 하천으로 유입된다. 따라

서 이 지역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도 물이 풍

부하여(Photo 3 bottom) 기온만 유지된다면 농업

활동이 가능하다.

두 지역의 하천은 색깔도 뚜렷하게 구별된다. 남

사면은 몬순 시기에 식생이 풍부하므로 비가 내릴 

때 부유물질이 하천에 직접 도달하지 않고 식생에 

의해 여러 번 걸러진 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

천으로 유입되는 부유물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물이 맑다(Photo 3 upper). 반면, 히말라야산맥 

북사면은 식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유물질이 정

화되지 못하여 빙하에 퇴적된 물질이 하천으로 그

대로 유입되어 상대적으로 물이 탁하다(Photo 3 

bottom). 북쪽 사면에서는 상류로 갈수록 검은색의 

흙탕물이라 할 정도로 짙은 어두운 색을 띈다. 다만, 

북사면에서도 범람원에 근접한 하천은 식생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비교적 맑은 편이다(Photo 2).

Photo 2. Flood plain in northern slope of the Himala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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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경관

(1) 농업

농작물은 각 지역의 기후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경

관이며, 농업은 파키스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2020년 기준 파키스탄의 총 GDP는 2,630억 달러이

고, 그 중 농업이 19.2%를 차지한다. 또한 파키스탄 

전체 노동력의 3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65% 이상의 생계 근원이자 파키스

탄 경제 성장의 주된 원동력이다(Finance Division 

Government of Pakistan, 2021).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은 몬순의 영향을 받는 시기

에 일 년에 한 번 농사를 짓는다. 남서몬순 시기 동

안에 이 지역 월평균 강수량은 약 300mm로 농사를 

짓는 데는 물이 충분하다. 하지만 몬순 시기 외에는 

물이 부족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데, 이는 운하나 

우물 등 관개시설을 농업에 이용하는 다른 지역과

는 달리 관개시설이 잘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hoto 3. River in southern slope (upper) and northern slope (bottom) of the Himala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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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팍툰와 지역 농경지의 약 57%는 농업에 필

요한 물을 강수에만 의존하는 천수 농업 지역이다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2021).

한편, 짧은 우기 동안에 많은 강수가 집중되기 때

문에 가뭄과 홍수의 위험성이 공존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경사지에 마을을 이루고 

살며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는다(Photo 4). 게다가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생육이 불량하고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카이버 팍툰와 지역의 총 농업 생산량은 약 

22,875ton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

다. 지역 주민들이 소비할 만큼만 생산되어 다른 지

역에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주 재배 작물은 밀과 옥

수수이며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전체 농산

물 중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Table 1). 파

키스탄 대부분의 지역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50%를 밀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밀과 옥수

수가 각각 약 43%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경작지의 

약 83%를 옥수수 재배에 이용하고 있다(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2021). 옥수수가 척박한 환경

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위도 건조기후 지역은 어디서든지 대체로 토

양이 비옥하여 물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농사에 적

합하다. 히말라야산맥 북사면은 강수량은 부족한 

편이지만 하천의 유량이 풍부하며 비옥한 범람원

이 발달하였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러한 범람원 주

변에 마을을 형성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한다

(Photo 5). 게다가 기온이 연중 온난하여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농업 생산량이 많다. 이런 차이 또한 다른 지역과 문

화적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길기트 발티스탄은 주로 감자, 밀 등 주곡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면서 가축을 함께 사육하는 혼합

농업이 보편적이다. 길기트는 기온이 온화하고 일

조량이 풍부하여 감자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다.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 또 다른 이유는 판매 가

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는 

밀을 가장 많이 재배하였으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

된 밀을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에서 구매할 때에 정

부 보조금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서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에서 생산된 밀의 시장 가

격 또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 얻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밀보다

는 감자를 재배하는 경작지가 더 많아졌다. 구체적 

사례로, 2016년 신드(Sindh) 주의 주도인 카라치

(Karachi)와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Is-

lamabad)에서는 40kg의 밀이 약 1300~1500PKR

에 판매되었지만, 길기트 발티스탄에서는 650PKR

에 구매할 수 있었다(Spies, 2018). 또한 1986년에

는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의 나가르(Nagar)에서 생

산되는 전체 농산물 중 감자가 6%, 밀과 보리가 

66%를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감자가 40%, 밀

과 보리가 26%로 주 생산 작물이 크게 바뀌었다

(Spies, 2019).

연중 두 차례 농업 활동이 가능하므로 길기트 지

역의 총 농업 생산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많은 

Table 1. Crops production of Pakistan by province in 2020.  (unit: ton)

Province/Crops Wheat Rice Cotton Sugarcane Maize Others

Kyber Pakhtunkhwa 7,772 1,320 66 905 7,734 5,073

Punjab 22,896 15,262 10,909 11,064 12,357 16,442

Sindh 4,738 2,473 2,995 2,415 1,289 3,666
Balochistan 5,677 399 1,104 131 721 4,209

(source: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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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이 지역 주민들 먹기에 충

분하여 가축을 사육하며 가축을 위한 사료작물도 

재배한다. 나가르 지역은 우기인 7, 8월에 옥수수

를 심는 이모작을 행하며, 잉여 생산물은 다른 지역

에 판매한다. 생산량이 많고 가격이 높은 감자를 주

로 판매하며, 감자 수요가 많은 펀자브 지역의 라왈

핀디(Rawalpindi)와 이슬라마바드에 주로 판매된

다(Spies, 2019). 감자는 매년 80,000톤 정도가 다른 

도시에서 판매된다. 재배된 농작물들을 자루에 담

아 마을 입구에 내놓으면 주기적으로 트럭이 다른 

지역으로 실어 간다.2) 현지답사 중 이 지역을 지나

는 주요 도로마다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감자더미

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Photo 5. Agricultural land and livestock in northern slope of the Himalayas.

Photo 4. Agricultural land and village in southern slope of the Himala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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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수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히말라야산맥 남사면과 

북사면은 주된 생계 근원인 농업에 큰 차이가 있

다.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

도의 농산물만 생산되지만, 북사면은 농업 생산량

이 풍부하여 다른 지역에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면

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한다. 카이버 팍툰와 지역

의 GDP는 약 350억 달러이고 길기트 발티스탄 지

역의 GDP는 약 50억 달러로 히말라야산맥 남사면

에 위치한 카이버 팍툰와 지역이 훨씬 더 높다. 하지

만 1인당 GDP는 카이버 팍툰와 지역이 857 달러이

고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이 2,722 달러로 길기트 발

티스탄 지역이 3배 이상 더 높다(Table 2). 즉, 길기

트 발티스탄 지역 주민들이 카이버 팍툰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두 지역의 경제 수준 차이는 교육 수준의 

차이를 가져왔다. Figure 5는 카이버 팍툰와, 길기

트 발티스탄 지역과 파키스탄 전체 평균 6~16세 인

구의 학교 등록률 및 등록자 성비를 나타낸다. 카이

버 팍툰와에 비해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의 등록률

이 더 높으며 성비가 더 균등하다. 카이버 팍툰와의 

코히스탄(kohistan) 지역 6~16세 인구의 학교 등록

률은 약 50% 정도로 파키스탄 전체 평균인 약 80%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학생의 남녀 비율도 남

성 70%, 여성 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남성의 비율

이 높다. 바타쿤디(Batakundi) 지역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100명이 넘는 학생들 중 여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3)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

에 남자 아이들만 학교에 보낼 수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마을 근처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없

었으며, 낡고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

이 많았다(Photo 6). 바타쿤디 지역 주민들의 거주

지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도 교육수준에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눈이 많이 내

리는 11월부터 5~6월까지 도로가 통제되는데, 이 

때 고도가 더 낮은 지역인 만세라(Mansehra)로 이

동했다가 도로 통제가 해제되면 다시 원래의 거주

지로 돌아온다.4) 

반면 길기트 발티스탄의 길기트 지역 6~16세 인

구의 학교 등록률은 약 90%이다. 이는 약 50%인 코

히스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파키스탄 전

체 평균인 약 80%와 비교하였을 때도 높은 편이다

(Figure 5). 학생의 남녀 비율은 남성 약 60%, 여성 

40%로 파키스탄 전체 평균과 비슷한 정도이며, 코

히스탄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경제적으

로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 뿐 

아니라 여자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

다. 길기트 곳곳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학생도 비교적 자주 목격할 수 있다

(Photo 7). 현지답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지 주민들

의 증언이 많았으며, 실제 상황은 통계치보다 여성 

학생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2. GDP of Pakistan by province in 2020.

Administrative unit GDP (Billions USD) GDP per capita (USD)

Punjab 200 1,727

Sindh 111 2,000

Kyber Pakhtunkhwa 35 857

Balochistan 20 1,062

Azad Jammu and Kashmir 8 1,691

Gilgir-Baltistan 5 2,722

Pakistan 386 1,666

(source: www.im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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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크로드

과거에도 농업을 기반으로 히말라야산맥 북사면

의 주민들이 남사면 주민들에 비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파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가 지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실크로드는 동서양을 이어주는 

고대 상인들의 이동경로였다. 과거 실크로드가 지

나가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외부 상인과 실크

를 거래하였기 때문에 길 이름이 ‘실크’로드가 되었

다. 지금은 과거 실크로드와 많은 구간이 일치하는 

카라코람 하이웨이(Karakoram Highway)가 1978

년에 개통되면서 과거 실크로드를 거의 이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있다(Photo 8, 9).

히말라야산맥 북사면에 위치한 길기트는 실크로

드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외지인과의 교류가 활발

하였다. 마을에서 자라는 뽕나무를 이용하여 실크

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하여 경제적 수익도 얻었다. 

Photo 7. Students in Gilgit.

Figure 5. School enrollment rate (circle) and gender ratio 
(bar) of children aged between 6-16 by region (source: 
ASER, 2019). Photo 6. Children in Bataku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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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

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서 과거 실크 생산의 주요 원

료였던 오래된 뽕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은 길기트가 다른 지역의 물건 뿐만 아니라 종

교, 언어, 가치관 등 외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

과거부터 이어진 외지인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길

기트 지역 주민들은 외지인을 만나는 것에 익숙하

였다. 현지답사 중에도 다른 이슬람 문화권 지역에 

비해 외지인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Photo 7). 교육 분야에서 남녀 성비가 균등한 것도 

이슬람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과 교류가 많았던 것

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반면에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은 외지인과의 교류

Photo 9. Old silk road and Karakoram Highway.

Photo 8. Old silk road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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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하지 않았다. 실크로드가 파키스탄 북부 산

악지대에서 이슬라마바드, 페샤와르(Peshawar)까

지 이어지면서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을 지나기는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과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

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히말라야산맥 남사

면 주민들은 외지인들에 익숙하지 않아 북사면 지

역 주민들에 비해 폐쇄적이었다. 바타쿤디 지역 주

민의 집에 우연히 방문하였을 때에 모든 여자는 외

지인을 마주할 수 없는 곳으로 피하였으며, 어린 여

자아이는 남자아이 뒤에 숨어 사람을 경계하였다

(Photo 6).

4. 요약 및 결론

파키스탄에서 산지는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높은 산지가 대부분 북부에 위치하고 있

어 지역성을 특징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한 산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힌두쿠시산맥이 마주치는 바부사르 탑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 사면 간에 경관 차이가 뚜렷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지답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집중면담을 통해 파키스탄에서 산지가 기후 차

이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는 히말라야산맥과 몬순

이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히말라야산맥의 장벽

효과로 인해 남서풍이 부는 우기에는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이 주로 몬순의 영향을 받고, 북동풍이 주로 

부는 건기에는 히말라야산맥 북사면에 몬순의 영향

이 집중된다. 이로 인해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은 우

기에 강수가 집중되고, 비교적 온난한 건기를 보내

는 반면, 히말라야산맥 북사면은 연 강수량이 매우 

적어 건조하고, 건기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다.

이러한 기후의 차이로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은 토

양이 척박하고 몬순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만 식생

이 풍부하며, 북사면은 고온건조하여 식생이 없거

나 일부 하천을 따라 발달한 범람원에 식생이 자라

고 사막식생이 드물게 분포한다. 히말라야산맥 남

사면은 몬순의 영향으로 우기 강수량이 풍부하고 

그 외의 시기에는 물이 부족한 반면, 북사면은 몬순

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강수량은 적지만 융빙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몬순과 관계 없이 물이 풍부한 편

이다. 유수에 포함된 부유물질의 차이로 식생이 풍

부한 남사면의 하천 색은 맑지만, 식생이 거의 없는 

북사면의 하천은 물이 탁하다.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은 토양이 척박하고 강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경사지에서 계단식으

로 농사를 짓는다. 주로 밀과 옥수수를 일 년에 한

번 재배하며 자급자족 정도로만 농사를 짓는다. 반

면, 북사면은 토양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

에 적합하다. 게다가 농업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잉

여 생산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수

준 차이로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은 교육열이 낮고 

북사면은 교육열이 높다. 학생의 성비도 북사면 지

역이 더 균등하다. 히말라야산맥 북사면은 옛 실크

로드의 주요 거점으로 과거부터 개방적인 삶을 살

아온 반면에 남사면은 외부인과 교류가 적어 타지

인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는 히말라야산맥

의 지형 효과로 인해 기후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뚜렷한 지역 특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7월에 한정된 기간 동안 일부 지역만을 답사한 내용

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내용을 모든 주요 

산맥의 사면에 따른 지역 차이라고 일반화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또한 답사에서 본 것을 확인하기 위

한 파키스탄 자료를 얻는 것이 어려워 더 많은 정보

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도가 높아 지역의 기후와 경관 차이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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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히말라야산맥의 지역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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