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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influenced landscape in the 
tundra with the case study of Cambridge Bay in Canada.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 part of regional 
study to understand the lifestyle of Arctic and Inuit people.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of 
indigenous peoples are emerged as adaptation issues to the changes of tundra environment. During august 
2018, we interviewed local residents and experts at a field survey in Cambridge Bay, Nunavut, Canada.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descriptions on the climate-influenced landscape, utilizing interview, which 
mainly focused on buildings,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In building construction, they are applying 
the building method considering permafrost. The infrastructures are also adapting to extreme weather 
conditions, such as supplying water and sewage disposal by trucks instead of water and sewage systems using 
pipes. The way of transport has been changed from dog-sleds to modern snowmobiles and ATVs. The use of 
ATV is on the rise as the period of time without snow is getting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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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극 환경의 변화가 전 지구 기후변화와 중위도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북극 주민들의 생활

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해수면 상승, 폭풍 

증가 등으로 일부 해안 주민사회는 이주 위기에 처

할 수 있다. 또한, 해빙 감소와 기타 온난화 관련 변

화에 따라 전통식량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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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 특히 이누이트를 비롯한 원주민들의 사냥문

화와 식량안보가 큰 위협을 받는다(ACIA, 2004). 

북극의 환경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verland et al.(2017)에 따르면, 북위 60° 이상 지

역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1900

년 이래 가장 기온이 높은 해였으며, 2017년 겨울(3

월 7일)은 인공위성 관측 이래 겨울철 최소 해빙면

적을 기록하였다. 북극해 해빙의 축소와 주변 대륙

의 적설면적 감소는 지표 알베도를 감소시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을 높이며, 이는 온난화를 촉

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북극의 기후변화로 

영구동토층이 해빙되면, 갇혀있던 온실가스인 메탄

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온난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연구는 북극에 대한 자연환경적 이해

보다는 북극항로, 자원개발 등 이용 대상으로서

의 북극에 대해 분석하거나(Lim et al., 2014; Park 

and Lee, 2015; Baek et al., 2016) 북극 환경이나 

그 변화가 중위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북극의 해빙감소에 대

한 대기 반응으로 유라시아 중위도에서 냉각이 출

현하였음을 밝힌 연구들이 발표되었고(Tang et al., 

2013; Mori et al., 2014), Kim and Choi(2017)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단기간(3,4일) 

지속된 극한저온의 경우 북극진동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 외에 북극 지역의 기후에 

대한 기초연구로 툰드라의 기온변화를 캠브리지 베

이를 사례로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Gwak and Lee, 

2018), 이누이트의 일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리적 관점으로 고찰한 연구도 최근 발표되었다

(Lee and Lee, 2018).

북극 관련 의사결정기구로서 북극이사회가 창설

(1996년)되었으며, 원주민 집단도 구성원으로 참여

중이다. 그러나 북극 환경변화에 따른 식생활, 이주 

등과 같이 북극 원주민이 직면한 문제는 우선순위

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극지방이 당면한 주요 

위험에 대해 ‘과학·기술과 토착 지식·관행의 결합’

이 적응 이슈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

극 지역과 원주민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극지에서의 기후변화가 원주민(이누

이트)의 생활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과

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지역의 현지답사는 

2018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빅토리아 섬에 위

치한 캐나다 누나부트(Nunavut) 준주의 캠브리지 

베이(Cambridge Bay)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

지답사 기간 중에 현지 주민과의 면담과 관찰을 주

로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시되는 기후 

특성과 관련된 경관은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이 연구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관찰할 

수 있는 건축물, 기반시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기

술하고자 하였다.

우선 캠브리지 베이의 행정적 측면을 지원하고 

있는 햄릿(Hamlet)1)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을 면담

하고 캠브리지 베이의 현황과 이누이트의 생활 방

식과 혹독한 기후와 관련된 그들 생활의 문제점,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청취하

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후 주민들의 건강

과 보건 등을 담당하는 Department of Health와 

Department of Family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

와 면담을 통하여 이누이트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

의 건강, 보건 상의 실태와 기후와 관련된 문제점 등

을 파악하였다. 또한, 앞의 세 개 기관에서 현지조사

에 필요한 단체와 주민 등을 소개 받았다.

행정기관 방문과 면담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현지에서 조사 방향을 정하고, 이누이트의 고유 삶

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사냥

과 현대 문명이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상황 등을 중

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관련 기관

과 단체 등에서 소개받은 5명의 사냥꾼과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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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모이는 장소인 대형 마트2)와 종교시설3) 등을 

찾아 주민과 면담하였다. 이들 장소에서 50여 명 이

상의 이누이트와 면담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현지의 연구기관인 CHARS (Canadian High Arctic 

Research Station)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원에게서 도움을 받았다.4)

이 연구에서는 현장조사에서 면담과 관찰을 통하

여 얻은 자료를 기초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극

지의 기후 특성과 관련된 경관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캠브리지 베이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

캠브리지 베이는 캐나다 북부 북극해에 인접하

여,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의 Dease Strait

와 접하는 빅토리아 섬의 남해안에 위치한다(Figure  

1). 캠브리지 베이는 이누이트어로는 Ikaluktutiak

라고 하며, ‘낚시하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 

오래전부터 이누이트가 이동식 생활을 하며, 사

냥과 낚시를 하던 곳이다. 위도 상으로 북위 69.1°

에 위치하며, 난류가 유입되지 않아 겨울철에는 비

슷한 위도대의 유럽의 북극권에 비하여 기온이 크

게 하강하여(Figure 2), 평년값을 기준으로 전형적

인 툰드라 기후지역에 속한다. 위도 69.6°인 노르

웨이 트롬쇠(Tromsø)의 최한월(2월) 평균기온이 

-3.7℃인 반면, 캠브리지 베이의 그 값은 -32.5℃

에 달한다.

 캠브리지 베이는 1920년대 허드슨 베이 컴퍼니

(Hudson’s Bay Company)를 비롯한 상인들과 캐

나다 연방경찰(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의 해안기지가 자리 잡은 이후 변화가 이어

졌다. 그 후, 성공회 교회가 1920년대에 선교를 시

작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1940년대에 들어섰다. 

1947년, 로란(Loran)이라는 장거리 항법 송신소가 

설치되었고, 1955년에 North Warning System의 

가장 큰 유인 기지인 CAM MAIN이 건설되었다. 이

는 인근에 정착한 수백 명의 이누이트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였으며, 곧이어 교육과 행정 서비스가 도

입되었다. 

Figure 1.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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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 베이의 인구 규모는 캐나다 이누이트 

지역사회 25개 중 여섯 번째로, Kitikmeot Region

에서는 가장 큰 지역이다(Figure 3). 통계가 공식적

으로 집계된 2001년의 1,385명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현재 약 1,750명으로, 매년 평균 

약 1.4%의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지역 행정가

와 주민에 따르면, 캠브리지 베이는 인구 증가 경향

이 큰 지역사회로, CHARS와 같은 정부 기관이 들

어서고, 지역 개발에 따라 건설이 활성화되어 인구

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후 특성을 반영한 경관

1) 건축물

온화한 중위도 지방에서는 체감온도에 영향을 미

Figure 3. Distribution of Nunavut Communities (source: government of Nunavut, www.gov.nu.ca).

Figure 2. Climograph of Cambridge Bay  
(198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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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풍속이 기후경관5)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기온이 낮은 극지에서는 기

온 자체가 기후경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2011). 기온이 건물의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극

지에는 대부분 고상가옥이 분포한다. 이는 스발바

르를 사례로 분석한 연구(Lee, 2011)에서 기술되 

었다.

툰드라의 가장 큰 특징은 지표면 아래에 영구동

토층이 분포하는 것이다. 겨울철에 기온이 하강하

면서 지표면이 얼지만, 여름철로 갈수록 지표면부

터 녹기 시작하면서 토양이 물을 많이 포함하게 되

면 얼어 있는 영구동토층 위의 융해층은 중력에 의

해 사면 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활동층이라고 

한다. 수분이 영구동토층에 막혀서 밑으로 침투하

지 못하므로 수분을 과다 포함한 활동층이 이동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층의 흐름은 지표면의 구

조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툰드라의 

건축물은 활동층의 이동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

다. 이누이트의 가옥으로 얼음집인 이글루를 떠올

리기도 하지만, 이글루는 19세기 말에 이미 사라졌

다.6)

연구지역인 캠브리지 베이의 건물은 초기 단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는 콘크리트 기둥

을 이용하여 지표면과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게 축

조되었다(Photo 1 참조). 기둥의 바닥은 표면적을 

넓게 하여 지표면에서 쉽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

였다. 지표면과 건물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은 건물

에서 발생하는 열이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것을 최

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열이 지

표면으로 전달되면 영구동토층의 융해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최근 건축된 건물들은 부분적으로 건물의 높낮이

를 조절할 수 있게 지어졌다. 즉, 건물 밑에 잭(Jack)

을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수평

을 유지하게 한다. 주민들은 문의 열고 닫음의 용이

성으로 건물의 기울어진 여부를 파악한다.7) 혹은 지

렛대를 이용하여 각목을 건물 밑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높낮이를 조절하기도 한다. 건물 높낮

Photo 1. Building foundation structure of Cambridg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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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절에 실패할 경우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 일부 

건물은 수평이 유지되지 않아 원래의 용도로 사용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Photo 2). 

 가옥에서 창문의 크기가 작은 것도 툰드라 지역

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Photo 3 참조). 창문을 통

해서 열의 방출이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한랭한 지

Photo 3. The house with narrow windows.

Photo 2. The building of which horizontality is not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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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창문을 작게 한다. 이는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건물을 개방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폐쇄

적으로 짓는 것에 부응하는 사례이다. 

2) 기반시설

 파이프라인은 보온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툰드라 

에서는 그 자체가 주변으로 열을 전달하여 영구동

토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Lee(2011)에

서 파악한 바와 같이 툰드라의 파이프라인은 지표

면에서 떨어지게 구축되어 있다. 캠브리지 베이에

서는 수도관을 지표면에 설치하였다. 즉, 중위도 지

방에서처럼 수도관을 지하에 매설하지 않고, 지표

면에 두고 그 위로 흙을 덮었으며(Photo 4), 관 자체

가 보온될 수 있게 설계하고 있어서 상수도관을 설

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상수도는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에만 설치하였고, 

그 외 개인 건물에는 내부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매

일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물탱크가 설치

된 공간에는 히터를 작동하여 물이 얼지 않게 하고 

있다.

건물 밖에 내부의 물 탱크와 연결되는 관 입구와 

물의 필요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

다. 물을 공급하는 차량은 매일 건물을 지나면서 그 

신호를 보고 물을 채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건물에는 하수도도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각 건물에는 하수통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역시 

하수통과 연결하는 관 입구와 인접한 곳에 하수 처

리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하

수처리 차량은 지나면서 그 신호에 따라 하수를 처

리한다(Photo 5). 하수통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온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통 자체를 단열

재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통 밖에 열 출입을 최소

화할 수 있게 구조물을 덮고 있다. 

캠브리지 베이에서는 모든 도로가 비포장 상태인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Photo 6). 이는 도로가 포장 

상태일 때보다 비포장 상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

이다. 겨울철에는 극단적으로 기온이 하강하지만, 

여름철에는 영상으로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포장 

Photo 4. Water supply pipelines embedded on the lan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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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쉽게 파손될 수 있다. 지표면을 포장할 경우, 

거의 매년 해빙기에는 다시 포장해야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도로를 모두 비포장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3) 교통수단

캠브리지 베이에 거주하는 이누이트는 대표적인 

유목민이다. 이누이트는 연중 거의 눈이나 얼음으

Photo 6. Unpaved road.

Photo 5. The sewage disposal truck.



161툰드라의 기후 특성과 관련된 경관

로 덮여있는 장소에 거주하면서 순록(Caribou)이

나 사향소(Muskox), 바다 동물 등의 사냥으로 생활

을 이어갔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보다도 이동수단

이 중요하다. 이누이트의 전통적인 이동수단은 개

를 이용한 썰매인 슬레드(Sled)이다(Photo 7). 15마

리 정도의 시베리안 허스키 종의 개가 끈으로 연결

Photo 8. The Inuit who takes an ATV.

Photo 7. S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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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슬레드를 끌고 달린다.8) 최근에는 개썰매 대

신 스노모빌이 도입되어 슬레드를 끌고 있다. 그러

나 오늘날에도 먼 거리로 사냥을 떠날 때는 개로 끄

는 슬레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노모빌은 

이동 중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용자 측면에서 

불안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순록 등

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서 최근에는 최장 300km까

지 사냥을 떠나기도 한다.9) 이와 같이 장거리를 이

동할 경우 현대식 이동수단은 고장이 나는 것에 대

한 위험 부담이 있다.

 눈이 없는 비포장도로에서는 스노모빌을 이용

한 슬레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눈이 녹는 여름철

에는 개나 스노모빌을 이용한 이동 대신 ATV(All-

Terrain Vehicle)를 이용한다(Photo 8). 대부분 가

구에 ATV가 준비되어 있으며 밖으로 외출하거나 

일터로 향할 때 이용한다. 캠브리지 베이의 동서 폭

은 약 1.5km, 남북 간의 폭은 약 1.0km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장소가 도보로 15분 이내의 거리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동 시 대부분 ATV를 

이용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

된다. 즉, 이글루에서 외부로의 이동은 비교적 장거

리로의 사냥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부 이동

을 위해서는 대부분 개썰매를 이용하였으며, 그 전

통이 이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이누이트의 전통적

인 생활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

었다.

4. 토의 및 결론

 현대적 문명의 도입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이누이트의 삶의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이

동식의 삶에서 정착생활로 바뀌면서 주거와 식생활 

등이 크게 바뀌고 있다. 캠브리지 베이는 이누이트

가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적 도시이다. 20세기 

초부터 정착생활을 하면서 주거방식이 크게 바뀌었

고, 서구 음식이 도입되면서 식생활 패턴도 크게 바

뀌었다. 더욱이 최근 전구적인 기온 상승에 따라 캠

Figure 4. Duration of minimum temperature over 0℃ (means thawing period) of Cambridge Bay from 1956 to 
2015. The thick line is 7 years moving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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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베이의 기후도 변화하고 있어서 이누이트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

망이다. Figure 4에 제시된 것처럼 빙점 이상의 일

수가 점차 늘고 있어서 얼음 위에서의 삶 못지않게 

마른 땅에서의 삶의 모습도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Gwak and Lee, 2018). 

사냥은 이누이트의 삶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사

냥의 도구는 바뀌었으나 오늘날에도 순록과 사향소 

등을 사냥하고 있다10). 기후변화에 따라 이런 동물

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고 있어서 사냥 거리가 과거

에 비하여 길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개썰매에 의존

한 사냥에서 탈피하여 스노모빌 등의 이용으로 발

전하면서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캠브리지 베이를 사례로 조사한 극지의 기후에 

적응한 경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캠브리지 베이에서 한랭한 극지 기후를 대표하는 

경관은 건축물에서 볼 수 있다. 즉, 캠브리지 베이에

서는 지표 아래의 영구동토층과 활동층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짓고 있다. 고상가옥이 특징적이며, 최근 

활동층의 변동에 따라서 가옥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캠브리지 베이의 기반시설도 극한기후를 잘 반영

하고 있다. 영구동토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열처

리 된 파이프를 지표에 매설하고 있고, 비용 문제로 

일반 가정에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상, 하수 차량이 이동하면서 생활용수를 공급

하고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도로가 비포장 상

태인 것도 혹한기의 기온에 대비한 것이다. 

툰드라에서는 개썰매가 주요 이동 수단이었으나, 

점차 스노모빌과 ATV로 바뀌고 있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표에 눈이 없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 ATV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파악한 것과 같이 극지에서의 극심하게 

낮은 기온이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극한 

기온에 적응한 경관을 발달시켰다. 최근에 서구 문

명이 유입되고 있지만, 극한지에 적응한 독특한 경

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기온 상승으로 영

상기온 일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극한기온과 

관련된 경관도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

이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유입도 경

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단기간의 조사에 의한 것으로 이후 장

기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극한기후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

경변화가 이누이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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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브리지 베이에는 3개의 종교시설이 있다. 로마 가톨릭 교

회와 성공회 교회, 기독교 교회가 운영 중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답사 기간 중 문을 열지 않았다. 

4) 극지연구소 정지영 박사와 권민정 박사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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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주민(Cory Dimitruk, 19년 거주)의 설명에 의한 것이다.

8)  현지 토착주민(George Naikak Hakongak)의 설명에 의한 

것이다.

9)  현지 주민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10)  현지 주민 다수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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