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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about the change of Inuit traditional culture. Inuit has their specific culture due to the
Arctic’s harsh environment. But recently,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and newcomers, traditional culture
has changed. Hunting, the base of Inuit’s traditional culture decreased and was getting hard. And shelter and
transportation for hunting has been modifi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hunting, food and adoption culture
also changed. Inuit is in a situation to consume junk food and processed food instead of fresh food. Those food
induce many problems to Inuit including health. And Inuit trade the food, not share. It means the community
spirit weakened. Reduction of the importance of IQ (Inuit Qaujimajatuqangit) and the role of the senior also
contributes to the weakening of community spirit. Inuit adopt non-Inuit child and adopt the child according to the
law. It makes Inuit difficult to adopt child. As a result, climate change and newcomers makes today’s Inuit culture.
Therefore, we have to know climate change and newcomers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Arctic and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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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북극의 자원 활용, 관광 등의 목적으로 세계 곳

1. 서론

곳에서 북극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남쪽문화의 유입은 이누이트
1)

이누이트는 북극 원주민으로 오랜 시간동안 북

의 전통문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환경변화는 자

극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왔다. 북극 기후는 현저히

연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북극 주민 생활에 큰 영향

낮은 기온과 강한 극동풍, 영구동토층이 특징으로

을 미치고, 이누이트는 남쪽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

인간이 거주하기에 힘든 환경이다. 또한 북극은 고

해 새로운 문명, 문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후 여러

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섬으로 이루어져

문화가 상호작용하고 혼합되어 또 다른 문화를 형

있어 접근성이 낮다. 비행기나 배로 이동이 가능하

성할 것이다. 즉, 이누이트의 전통문화가 변화하였

지만 바람이 강하고, 특히 9~3월은 바다가 해빙으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누이트 전통문화의 변

로 덮여있어 운행하기 어렵다. 즉, 이누이트는 오랜

화는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다른

기간 동안 외부와 교류 없이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

어느 지역보다 이누이트의 삶의 터전인 북극에서

적응하며 살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누이트는 그들

큰 규모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저위도로

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얼음으로 만든 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누이트의 모습을

글루, 얼음 위를 달릴 수 있는 개썰매, 사냥으로 얻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은 동물 털로 만든 옷과 신발이 대표적이다.

북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으며, 특

극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Greaves, 2016;

히 북극은 ‘북극 증폭’이라는 용어가 있을 만큼 다른

Kenny and Chan, 2017; Dawson et al ., 2018). 북

어느 곳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북극의 기온

극 전문 학술지 ‘Polar Research’, ‘Arctic’은 생물,

상승률은 전구평균보다 높고 해빙 면적이 1979년

지질, 해양, 빙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을 연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IPCC, 2014). 누나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극 관련 연구가 늘어

부트(Nunavut) 준주 케임브리지 베이(Cambridge

나는 추세이지만, 주로 북극항로와 자원개발에 집

Bay)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2017, 2018년 여름에

중되어 있고(Lim et al ., 2014; Park and Lee, 2015;

예년과 달리 홍수가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도

Baek et al ., 2016) 자연환경이나 인문학적 분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Lee(2011)는 스발바르를,

기후변화로 북극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이누이

Lee et al .(2018)는 케임브리지 베이를 사례로 북극

트와 남쪽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

기후 경관을 통해 북극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이해

온이 상승하고 해빙이 감소하면서(IPCC, 2014), 북

하였다. Lee and Lee(2018)와 Kim(2020)은 기후변

극항로를 통한 항해가 더욱 쉬워졌다. 2017년에는

화가 이누이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쇄빙선의 도움 없이 대형 수송선이 북극항로를 통

하였다.

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자원이 풍부하다는 사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케

실이 알려지면서 북극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

임브리지 베이를 사례로 이누이트의 생활방식 변화

다. Bird et al .(2008)에 따르면, 북극에는 900억 배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이누이트는 사

3

럴의 원유와 47조m 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다.

냥을 기반으로 유목생활을 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는 전 세계 자원 매장량의 22%에 해당한다. 이에

사냥과 유목, 음식, 입양문화를 파악하였다.

이누이트 전통문화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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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지역인 케임브리지 베이는 캐나다 북부의

캐나다 누나부트 준주의 케임브리지 베이 답사는

빅토리아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상 캐나

2018년 8월 10~17일과 2019년 10월 18~25일, 총

다 누나부트 준주 키티크미우트 지역(Kitikmeot

2번 진행되었으며, 주민과 공공기관 담당자와 면담

2)

Region) 의 행정과 교통 허브이다(Figure 1). 캐나

및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목사, 조각가,

다 누나부트 준주는 원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사냥꾼 주민의 가정과 Hamlet(햄릿)3), 대학에 방문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이누이트이다.

하였다. 지역 마트, 식당에서도 주민들을 만나 다양

특히 키티크미우트 지역에서 케임브리지 베이의 인

한 의견을 들었다.

구규모가 가장 크고, 캐나다 이누이트 공동체에서
는 25개 중 6번째 인구규모이다(Statistics Canada,
2018).

3. 유목과 사냥

북위 69.1°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베이는 이누이
트어로는 Ikaluktutiak로 ‘낚시하기 좋은 곳’이라

이누이트는 사냥하는 유목민이었다. 혹독한 북극

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이누이트가

환경에서는 작물 재배와 목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냥과 낚시를 했던 곳이다. 2016년 기준 이누이

이누이트는 전통적으로 사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

트는 전체 인구의 81%로 전통문화가 잘 나타나는

였다. 주요 사냥감은 이누이트 공동체의 지리적 위

지역이다. 캐나다 극지연구소 CHARS(Canadian

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해안가에서는 물고기와 바

High Arctic Research Station)와 Nunavut arctic

다표범, 내륙에서는 카리부(caribou)와 사향소가 이

college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외부인과의 교류

누이트의 주요 사냥감이다. 사냥감은 한 지역에 머

Figure 1.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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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지 않는다. 풀이나 지의류가 주요 먹이인 사향소

원주민들보다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

와 카리부는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눈으로 덮인 겨

고 있어서 이누이트를 ‘문명화’시키기 위한 정책들

울에는 툰드라에서 식량을 얻기 힘들고, 풀은 다시

을 펼쳤다. 이후 남쪽문화와 함께 화폐경제가 도입

자라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곳에

된 것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사향소와 카리

화폐경제의 도입으로 이누이트 전통적 생활기반

부는 먹이를 찾아 겨울에는 풀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인 사냥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오로지 자신의 가족

남쪽으로 이동하였다가 여름에는 새로운 풀이 있는

이나 공동체 부양을 위하여 사냥을 했던 과거와 달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면서

리 이누이트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하

이누이트는 유목생활을 하였다.

였다. 이누이트는 고래나 여우를 잡아 남쪽 사람들

남쪽문화의 유입과 기후변화로 이누이트의 생활

에게 팔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이누이트가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15~19세기 유럽인들의

사냥 이외의 상업적인 활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

탐험과 식민지화가 진행되었고, 19~20세기에는 북

게 되었다. 이누이트는 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극 정복과 관광산업이 도입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수익으로 음식, 옷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하였고, 전

로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유럽인들과 이누이트가 활

통방식보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다. 더 이상 사

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1880년에 영국은 캐

냥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정착생활도 가능해졌다.

나다에 북극 제도를 이양하였다. 이후 유럽인들은

기후변화도 사냥을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이

Photo 1. Cabins in Cambridge bay tu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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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북극

후변화와 남쪽문화의 유입으로 사냥활동이 감소하

은 세계 어느 곳 보다도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지역

여 사냥음식을 얻기 힘들어졌고, 남쪽과 교류로 유

이다. 전구 기온상승으로 해빙이 얇아지고 늦게 얼

입된 서구 음식이 사냥 음식을 대체하고 있다. 전통

면서 이누이트들이 사냥을 위해 얼음 위를 지나는

적으로 사냥으로 얻은 신선한 카리부나 사향소 고

것이 위험해졌다. 또한 케임브리지 베이 지역주민

기가 이누이트의 주식이었지만, 오늘날 이누이트는

에 따르면 사냥감이 더욱 멀리 이동하고 이동경로

전통음식보다 가공식품을 더 많이 소비한다. 아직

가 바뀌었다고 한다.

까지 날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누이

이러한 이유로 이누이트의 사냥활동은 전보다 줄

트의 식문화는 남쪽 사람들과 매우 비슷하다.

어들었다. 2017년에는 누나부트 준주에 거주하고

케임브리지 베이의 마트는 남쪽문화 식료품점

있는 이누이트의 43%만이 사냥 또는 낚시 활동을

과 같다(Photo 2). 과거에는 접하지 못했던 가공식

하였다(Kumar et al ., 2019). 사냥이 줄면서 동물의

품, 통조림, 냉동 즉석식품 등을 마트에서 볼 수 있

털과 뿔도 얻기 힘들어졌다. 이누이트는 사냥을 통

다. 햄릿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물품들은 항공기

해 얻은 부속품을 가공하여 털은 옷이나 신발, 뿔은

를 통해 매일 들어온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패스트

귀걸이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재료로 사용한다.

푸드점은 사람들로 붐볐다. 햄버거, 쉐이크, 치킨 등

오늘날 이누이트 중에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 마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었으며 어린 아이들도 많이

트 등에 액세서리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조각가

볼 수 있다. 이누이트 가정 식탁에는 전통음식과 서

들이 있다. 케임브리지 베이의 조각가 Peter(현지에

구음식이 공존한다. 이누이트 가정 식탁에서 카리

서 약 50년 거주)는 “과거에는 조각의 재료를 사냥

부와 감자, 빵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Photo

꾼들로부터 대가 없이 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3). 마트에서 사온 빵, 사탕, 과자 등의 가공식품을

가격도 많이 상승하였고 거래 자체가 어려워져서

볼 수 있고, 따뜻한 차에 설탕을 넣어 먹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조각 재료

직접 사냥하여 얻은 전통음식도 있지만, 신선한 상

를 얻는다”고 증언하였다.

태로 섭취하는 일은 많지 않고 냉동해두었다가 먹

사냥을 위한 임시거처가 과거 이글루에서 캐빈

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cabin)으로 바뀌었다. 툰드라와 해안 곳곳에서 캐

서구화된 음식문화는 전통음식보다 편리하지만

빈을 볼 수 있다(Photo 1). 이동수단도 개썰매에서

이누이트에게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사냥으로

스노모빌이나 ATV로 바뀌었다. 즉, 남쪽문화의 유

얻은 신선한 음식은 비타민, 단백질 등 영양이 풍부

입과 기후변화로 이누이트 전통사회의 생활기반이

하지만 오늘날 이누이트가 주로 먹는 가공식품과

되었던 사냥활동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패스트푸드에는 탄수화물, 당, 지방 등이 과도하게

있다.

포함되어 있다. 케임브리지 베이 마트에도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나 신선식품을 팔기는 하지만 북극
지역 특성 상 가격이 높아서 같은 상품이라도 캐나

4. 음식문화

다 본토의 2~3배 이상이다. 하지만 이누이트의 소
득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선식품을

이누이트 전통생활의 기반이 되었던 사냥문화

섭취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누이트는 저렴하고 편

의 변화로 전통음식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기

리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누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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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Mart of Cambridge bay.

Photo 3. Caribou meat, potato, bread in Inui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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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sidy for food in Cambridge bay (unit: canada$).

Price
Subsidy

Milk

Apple

fresh Pork

Egg

Bread

Lettuce

5.49
4.10

8.59
2.79

15.23
1.56

3.75
1.46

3.99
1.29

7.25
1.29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불필요했던 치과치료도 최근 급증
하고 있다. 과거 이누이트는 날고기를 주로 먹고 당

에 가서 돈을 주고 음식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되
었다. 이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고 나눔 문
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을 섭취하지 않아 이가 튼튼하고 잘 상하지 않았다.

이누이트의 남쪽문화 적응도 공동체를 약화시켰

하지만 오늘날 이누이트는 날고기보다 부드럽고 과

다. 이누이트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누이트 전

거에 없었던 성분이 포함된 서구 음식을 섭취하면

통지식(IQ: Inuit Qaujimajatuqangit)를 전승하면

서 이가 상하기 쉬워졌다. 구강관리를 하는 남쪽 사

서 살아왔다. 이누이트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는 조

람들과 달리 이누이트는 양치 교육이 미흡하기 때

상들의 지혜가 담겨있으며 노인들은 조상과 오늘날

문에 치과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다.

이누이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냥을 시작

이누이트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신선식품에 보조
금을 지원하지만(Table 1), 그럼에도 캐나다 본토에

하는 시기, 사냥감의 이동경로 등 사냥활동에서도
이누이트 노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비해 이누이트 공동체의 신선식품 가격이 높은 편

하지만 급격한 환경변화와 남쪽문화 유입으로 이

이다. 케임브리지 베이 내에서도 같은 양을 기준으

누이트의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노인들 조언

로 가공식품보다 신선식품의 가격이 더 높아, 이누

이 오늘날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

이트는 가공식품을 선택한다.

다. 해빙이 이전보다 빨리 녹기 시작하였고, 사냥감

이누이트 나눔 문화도 음식문화와 함께 변화하고

의 이동경로가 바뀌었다. 오늘날 이누이트는 기후

있다. 이누이트는 전통적으로 사냥을 통해 직접 식

변화로 해가 뜨는 방향조차 달라졌다고 생각한다.4)

량을 얻었다. 이누이트 전통사회에서는 사냥한 동

이누이트 전통지식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노인의

물을 공유하여야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이누이트

역할과 그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노

가 혹독한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공

인 소외는 공동체 붕괴를 초래하는 큰 요인이 될 수

동체 정신은 필수적이었다(Nuttall, 2005). 특히 야

있다.

생동물의 공격이나 이동수단의 고장 등 위험요소가
많은 사냥활동에서 공동체정신이 더욱 강조되었다.
가정의 대표가 모여서 다함께 사냥을 하였고, 음식

5. 입양문화

을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였다. 사냥이 어려운 어린
아이나 여자들에게는 사냥한 음식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입양은 이누이트의 중요한 문화이다. 이누이트
전통사회에서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화폐경제 유입으로 사냥한 동물을 지역

이 달랐다. 그렇기에 한 가정의 성과 연령비율을 맞

주민들과 나누는 대신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 시작

추기 위해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아들이나 딸만 있

하였다. 이누이트는 힘들게 사냥하지 않고도 마트

는 가정, 나이든 사람만 있는 가정에 아이를 입양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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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mily characteristics of Cambridge bay.
Family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subdivision

Households

Total
households

Children living with two biological or adoptive parents

Children in a intact family
Children in a complex stepfamily

320(87.7%)
45(12.3%)

365

Children in a living with one biological or
adoptive parent and one step-parent

Children in a simple stepfamily
Children in a complex stepfamily

35(50.0%)
35(50.0%)

70

* intact family: all children are the biological or adopted children of both persons in the couple, complex stepfamily: some or all
of the children are step-siblings or half-siblings, simple stepfamily: none of the children are step-siblings or half-siblings.
Source: Statistics Canada, 2018

냈다. 자식을 잃은 부부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아

게 되었다.

이를 보내거나, 고아가 된 아이를 친척이 입양하면

오늘날에도 이누이트 공동체에는 입양 가정이 많

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도 하였다(Noah, 2015).

다. 아이가 한 명 또는 두 명 있는 435가구 중 최소

게다가 사냥은 위험요소가 많아 가족 구성원을 잃

80가구가 혈연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Table 2).

는 경우가 빈번했다. 외지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도

하지만 오늘날 이누이트 입양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어려워 친족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누이트 공동체 내에서 입양을 하였

이는 유전적인 문제를 유발하여 입양문화가 발달하

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비이누이트 입양도 볼

Photo 4. Adoptive household in Cambridge bay. Two kids are from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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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하였지만, 사냥이 감소하
면서 이누이트 공동체의 결속력이 낮아졌고 외부와

본 연구는 이누이트 전통문화의 변화를 통해 북

교류가 활발해졌다. 입양을 이누이트 공동체를 위

극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누이트는 북극의 극한

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하게 되면서 입양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특징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할 아이가 반드시 이누이트일 필요가 없어졌다. 케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남쪽문화 유입으로 이누이

임브리지 베이 답사에서 만난 흑인 쌍둥이는 아프

트 생활방식은 크게 바뀌었다. 케임브리지 베이는

리카 출생 직후 이누이트 가정에 입양되었다(Photo

전체 인구의 81%가 이누이트로 전통문화가 잘 나

4).

타나는 지역이면서 외부와 교류도 활발하다. 따라

게다가 입양절차가 복잡해졌다. 남쪽 사람들은

서 본 연구에서는 케임브리지 베이를 사례로 이누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 관습적인

이트 전통문화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특히 이누이

입양절차는 이누이트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된다.

트 전통생활의 기반이었던 사냥활동과 음식, 입양

일부 캐나다 지역은 이누이트의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관습적인 입양절차를 받아들였지만, 온타리오와 퀘

이누이트는 전통적으로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면

벡은 관습적인 입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입

서 유목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화폐경제의 도입으

양절차는 관습적인 입양절차와 다른 부분이 많아

로 사냥 이외의 활동을 통한 생존이 가능해지면서

이누이트들이 법적 입양을 꺼리기도 하지만, 법적

사냥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기후변화도 사냥활동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교육, 의료 혜택 등 정부의 보

을 어렵게 하면서 사냥활동이 감소하고 사냥을 위

호를 받을 수 없어서 많은 이누이트가 법적 절차를

한 임시거처와 이동수단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통해 아이를 입양한다(Nelligan Law, 2017.02.08).

사냥은 이누이트 전통문화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하지만 많은 이누이트가 법적 입양절차가 비현실

이누이트 생활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음

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법적 입양절차는 비용이 많

식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를

이 들고 복잡하다. 특히 법원의 보증을 받아야 입양

포함한 서구 음식문화가 유입되고 전통음식이 사라

이 인정되는데, 이누이트 커뮤니티는 법원과 멀리

지고 있으며, 이누이트의 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

떨어져 있다(Nelligan Law, 2017.02.08). 이에 따라

다. 전과 달리 전통음식을 공유하지 않고 거래하면

이누이트는 입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이누이트 전통문

법적 입양절차에 따른다면, 이누이트의 문화 정체

화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조상과 오늘날 이누이트

성이 약화될 수 있다. 관습적인 입양절차에서는 생

를 연결해주는 노인의 역할이 감소한 것도 공동체

물학적 부모가 아이가 입양될 가정을 선택하며, 아

의식 약화에 기여하였다.

이는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계속 교류하

입양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비이누이트를 입양하

면서 지낸다. 하지만 법에 따라 입양된 아이의 혈연

였고, 법에 따른 입양절차를 따르게 되었다. 이로 인

가정과 입양가정은 서로를 모르고 살아가며, 아이

해 이누이트는 입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친부모를 알지 못한다(Nelligan Law,

이누이트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2017.02.08).

오늘날 북극 문화는 기후변화와 남쪽문화의 영향
이 섞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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