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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정거장, 
라다크(Ladakh)

인간이 거주하는 가장 높은 고원

긴	이동거리에	지칠	법도	하지만	라다크로	가는	길에	꿈처럼	만나게	되는	

설산의	풍경은	고된	시간을	충분히	보상할	만큼	황홀하다.	흰	눈으로	덮인	

거대하고도	험난한	산맥은	인간의	침범을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산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푸른	나무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해발	3,600	m에	위치한	라다크,	이곳에	

아직	문명의	이기심을	알지	못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조용하게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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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대신 공존의 지혜로 살아온 사람들

인천공항에서 약 8시간 비행 후 인도 델리 공항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다

시 델리 국내선으로 이동한다. 국내선을 타고 약 1시간 30분가량 올라가

면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 라다크의 레(Leh) 

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인도 서북부 히말라야 설산 티베트 고 원에 위치한 ‘작은 티베트’, ‘하늘의 정

거장’이라고 불리는 곳. 남쪽으로는 그레이트 히말라야 산맥, 북쪽으로는 카

라코람 산맥으로 둘러싸인 넓은 지역으로, 그 사이를 라다크 산맥과 잔스카 

산맥이 가로지른다. 면적은 약 97,000 km²로 이중 0.5%만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며, 인구는 27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희박하다. 라다크는 인도에 속해

있지만 그 모습이나 생활양식은 티베트에 가깝다. 10세기 초 티베트 제국의 

일부가 이곳에 건너와 라다크 왕국을 세웠고 번성했기 때문이다. 

라다크

인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

6160
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  2018 May Vol. 361



라다크는 오랜 세월 동안 상대적으로 고립된 채로 남아 있었으며 세

계의 발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문명의 손길을 타지 않은 라다크 

사람들은 빙하의 계곡물로 빨래를 하고, 거리에는 염소, 당나귀, 소 

등이 자유롭게 다닌다. 라다크인들은 높은 해발 고도에서 살아오면

서 특유의 생활 방식을 개척해왔다. 경쟁 대신 공존의 지혜로 살아온 

공동체 사회다. 외부인이 라다크 땅을 처음 밟기 시작한 것은 1974년

이며, 공항이 생긴 것은 1981년 군사 목적에 의해서다. 영하 20도를 

넘는 겨울이 약 8개월 동안 지속돼 산 아래와 왕래가 가능한 기간은 

육로가 열리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3~4개월 정도다.

지친 영혼들을 넉넉히 품어주는 곳

라다크 마을의 언덕 꼭대기마다 곰파 또는 수도원이 세워져 있다. 라

다크 여행은 곰파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곰파

는 수도원과 사찰이 복합된 요새형 티베트 불교 건축물을 가리키는 말

이다. 수세기 동안, 실크 로드를 이동하는 사람들과 헌신적인 순례자들

은 이 지역을 종교적이고 예술적인 전통으로 가득하게 했다. 높은 산의 

성벽에 의해 둘러싸인 라다크는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은 티베트 불교

의 거주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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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산 위에 우뚝 선 하얀 곰파는 신비롭다. 라다크 사람들은 저 높

은 곳에 곰파를 짓기 위해 직접 계단을 만들고 어깨에 무거운 돌들을 

이고 마음으로 올랐다. 이토록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오기 위해서는 종

교의 힘이 간절했을 것이다. 라다크의 모든 마을은 곰파를 중심으로 태

어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은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라다크 지역으로의 관광이 허용된 이래 라다크 사람들은 경제적 번

영, 사회적 의식, 정치적 발전을 겪었다. 오늘날 라다크가 겪는 이러

한 변화는 라다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었던 자연 환경 속에서

의 삶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라다크는 생태학적으로 

외부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일 년에 겨울이 8개월 이상

인 땅에서 버터와 소금을 섞은 보릿가루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이방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줄레’라고 인사

를 건넨다. 천 년을 이어온 전통을 지키려 애쓰는 라다크는 저 아래

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온 영혼들을 넉넉히 품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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