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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이누이트의 일상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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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Everyday Lives of Inuit:
the Case of Inuit Nunangat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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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 이누이트 누난겟을 사례로 기후변화가 이누이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지리
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누이트의 전통과 가치관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
냥과 채집에 기초했던 사회활동을 화폐경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단순히 자연과학에 대
한 지식뿐만 아니라 지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일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는 장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기
상 조건은 장소마다 다르며, 로컬의 사회-경제적 조건, 사냥과 생산 활동의 조건 등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은
다름에 유념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로컬의 상황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하므로, 변화에 대처하
는 로컬 주도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어 : 기후변화, 이누이트 누난겟, 이누이트, 로컬 주도 정책

Ab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to the everyday lives of Inuit
in the area of Inuit Nunangat in Canada. Climate change has deeply affected on the changes of tradition and
social value of Inuit, and transformed the basis of social activities from the hunting and harvesting economy
to the money economy.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utilization of the knowledge and interest on geography as well as natural science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put emphasis on the three points as follows. First, to understand the everyday lives caused by climate change it needs
to consider the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 as well as natural environment. Second, climate change occurs
differently among locals. So, the conditions of weather are different among local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different by the conditions of socio-economic situation of locals and the conditions of hunting
and production activities. Third, as the climate change needs to be conducted by the circumstances of local,
so the local-led policy has to be propelled to cope with climate change.
Key Words : climate change, Inuit Nunangat, Inuit, local-l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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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산성비의 결과로 주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산

1. 서론

성비의 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주의 운동이 전개되었
다(강미경 역, 2015). 환경이슈가 환경주의 운동으로
인간 삶의 역사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

전개되는 가운데, 환경오염은 기상이변을 속출시키

이었을 것이다. 문명의 발달과 쇠퇴의 관점에서 보았

고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를 가져

을 때, 한 문명의 발달과 소멸은 기후를 비롯한 환경

온다는 주장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0

1)

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의 영향도 컸다 (강

년대 이후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장들이 증가하면서,

주원 역, 2005). 예를 들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national

스 강에 걸쳐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문명의 발상

Panel on Climate Change)는 1750년 이래 인간 활

지로 농업이 문명의 발달에 미친 영향은 잘 알려져 있

동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였다고 2,500명의 과

다. 건조해지는 기후 속에 식량 생산을 위한 관개시

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근거로 주장하기에 이르

설이 확대되면서 토지의 염류화가 증가하였고, 이는

렀다(강미경 역, 2015). IPCC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

결국 문명의 쇠퇴를 가져왔다(조한승·고영일 공역,

가 경험하는 기후변화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

2013). 기후변화 자체도 문명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

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극지역

으나, 기후변화의 과정에서 공유물인 물, 공기, 삼림

의 빙하와 영구동토층은 빠르게 녹고 있으며, 온실가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위기에 직면하였던 것

스의 양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다.

다. 지구온난화 이슈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와 환경에

Carson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란 책을 저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술하면서 과도한 농업 생산의 증대에 따른 생태계의

한편, 일부에서는 지구온난화란 없으며, 이는 미국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였던 1960년대부터 다

을 중심으로 한 일부 주류사회의 담론이 만든 결과라

양한 환경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메소포

고 주장되었다(강미경 역, 2015). 이 주장에 의하면,

타미아 문명의 쇠퇴처럼 농업과 제조업의 무분별한

언론은 정확한 증거 없이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 진

확대는 인류 문명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되면서,

리인 것처럼 보도하였고,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가

환경운동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협약으로 발전하였다. 환

하면, 기후란 변화무쌍한 것으로 가뭄, 홍수, 해빙이

경이슈는 NGO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약을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이 지구온난화라 단정 지을 수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갈등이 야기되는 공론화

없으며, 특히 지구의 온도는 가변적이어서 온도 변화

와 권력의 장이 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되었던 유엔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이러한 논란을 거치면서 최근 지구의 기온 상승과

Human Environment)는 글로벌 차원의 환경 협약

관련하여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용어가 많

으로 추진되면서, 환경이슈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

이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란 자연적 다양성(natural

사항이 되었다.

variability) 또는 인간 활동의 결과에 의해 시간이 지

화석연료의 사용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밖에 없

나면서 지구의 기후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

다는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가

한다(IPCC, 2007).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기후변화에

운데, 인구 증가는 지구를 파멸로 이끌 것이란 주장이

영향을 받지만, 음식, 문화, 이동, 치유 등을 자연(자

제기되었고, 이는 글로벌 수준에서 인구조절이 필요

원)에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영

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이한음 역, 2015). 이런 과

향은 클 수밖에 없다(Downing and Cuerrier, 2011).

정에서 1970년대 스칸디나비아의 산성비는 환경주의

기후변화는 거주지의 변화도 야기하는데, 2000년대

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시들은 나무와 오염된 호

초반 기후변화로 거주지를 이동했던 사람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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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누이트 누난겟과 이누이트의 이해

적으로 약 2,600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2050년경에
는 약 20억 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이주의 상태
에 직면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Stocking, 2009,
Downing and Cuerrier(2011: 57)에서 재인용).

이누이트 누난겟은 캐나다 북쪽의 이누이트가 주

최근 캐나다의 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

로 거주하는 누나부트(Nunavut), 누나치아부트

한 문제를 경험한 지역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Nunatsiavut), 누나비크(Nunavik), 이누비알루이트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에 가장 적은

(Inuvialuit)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캐나다 면적의 약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

50%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이나, 2016년 기준으로

기 때문일 것이다. 기온 상승으로 빙하, 얼음, 영구동

이누이트 인구는 총 65,025명에 불과한 인구 희박지

토층이 녹고, 생물의 서식지가 변화하는 등 많은 변화

역이다. 일부 지역은 그린란드 남부보다 고위도에 위

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육지에 크고 작

치하고 있어, 상당수의 이누이트 마을이 영구동토층

은 물웅덩이와 호수가 많은데 기후변화는 이곳에 거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이누이

주하는 이누이트(Inuit) 삶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

트 마을은 광활한 면적에 소규모 단위로 흩어져 존재

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교통로

한다(그림 1 참조). 이누이트 마을은 캐나다의 남부지

로 사용되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물에 잠기고, 얼음 상

역과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고립된 상태에서 일부 지

태의 변화로 썰매 이동이 어렵고, 생물(바다사자, 물

역은 해로로 연결되고, 나머지 지역은 항공에 의존하

개, 고래, 순록 등)의 서식지 변화로 사냥이 힘들어지

는 고립된 구조를 갖는다.

는 등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누이트 거주지역의 입지적 특징에서 가장 두드

북극지역의 기후변화가 지역주민의 일상에 미치

러지는 것은 타운과 마을이 거의 대부분 바다 또는 호

는 연구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수와 접하는 곳에 주로 분포한다는 것이다. 이갈루이

하고(박병권 외 공역, 2013), 아직 국내에서는 북극지

트, 이글루릭, 캠브리지 베이 등 규모가 큰 타운도 존

역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특히 지리학에서 북극지

재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은 소규모 단위로 존재하며,

역 및 이누이트의 일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최근

마을 간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여 로컬-로컬의 연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으로서 식량생산과 먹거리

성이 낮은 편이다. 비록 방언이 존재하지만, 이누크티

보장에 대한 연구(김흥주·이승호, 2017), 기후변화

투트(Inuktitut)라는 고유어가 이누이트 사이에서 광

에 대한 경제지리학의 패러다임과 연구 영역 및 주제

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은 이들이 하나의 문화권을

확대에 대한 연구(이철우, 2015) 등이 수행되고 있어,

형성하였음을 짐작하도록 한다. 인류의 과거 문화에

향후 기후변화와 지리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누이트는 빙하가 후퇴한 4000

가 인문지리분야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500년 전 시베리아에서 베링 해를 거쳐 아메리카

본 연구는 캐나다의 이누이트 누난겟(Inuit Nun-

대륙의 북부와 그린란드로 이주한 집단으로 흔히 툴

angat)을 사례로 기후변화가 이누이트의 일상에 미친

레(Thule)라 불린다(박병권 외 공역, 2013). 이누이

영향을 지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트가 유럽에 알려진 것은 고래잡이가 번창하였던 19

같은 기후변화의 현상이라도 장소에 따라 일상에 미

세기라 할 수 있다. 당시는 북극 탐험에 대한 관심이

치는 영향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후변화

많았던 시기로 프랭클린을 비롯한 많은 탐험 활동이

를 연구할 때 지리적 지식과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하

북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유럽인과의 접촉

고자 한다.

은 전염병을 비롯한 이누이트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식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누이트 삶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누이트는 캐나다의 백인
문화에 포함 및 동화되어야 하는 문명 수준이 낮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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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누이트 누난겟 일대의 지도
자료: 저자 작성

시부족으로 간주되었고, 북쪽의 영토를 지배하기 위

초한 13개월로 구분된 이누이트력을 이해하는 데 필

한 활용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캐나

수적이다. 특히 달마다 칭하는 명칭이 있으나, 1~2월

다는 북극의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 내

은 명칭이 없는 것이 너무 어둡고 추워서 사냥하기 힘

에 사람이 거주해야 하므로 필요한 곳으로 이누이트

든 시기이기 때문이다(박병권 외 공역, 2013).

를 이주시켰고, 동화란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자녀를

채집사회의 특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였다(박병

분되었는데, 이들의 삶에서 공유(share)란 매우 중요

권 외 공역, 2013).

한 것이었다. 여성이 담당했던 바느질, 사냥 준비, 사

기후변화가 이누이트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파악

냥감의 분배 등은 단순히 남성과 구분된 삶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와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사냥을 위한 그리고 사냥 후 공동체를 위한 역할 분담

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이누이트는 자연과의 조화

이었다. 함께 사냥하고 음식을 분배하는 것은 공동체

를 강조하는 채집사회의 특성을 유지하였는데, 이들

정신을 통해 이누이트가 생존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

삶을 대표하는 네 가지 단어는 얼음(siku), 땅(nuna),

였음은 Mowat(1951)의 「잊혀진 미래」에 다음과 같

하늘(qilak), 야생(uumajut)이었다(DENG, 2017). 이

이 표현된다.

누이트가 살았던 자연환경과 채집사회의 특징을 대
표하고, 이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토대를 이루는 것도

이것이 이 세계의 제일 규칙이다. 한 사람의 일

이들 단어라고 판단된다. 길고 춥고 어두운 겨울, 짧

은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공동체에 위협이 되

고 밝은 여름, 사냥감의 출현과 이동 등은 음력에 기

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는 것은 이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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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 이 세계의 두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다른 사람의 텐트에

전통문화가 서구의 문화로 대체되는 변혁의 시기

있는 식량이나 장비나 육체적 힘을 어느 누구도

에 생계형 수렵으로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지탱하

탐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실재적

기 힘들어졌고, 수렵에 의존하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

으로 모든 물질의 공유화로 이어졌다. … 각각의

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80년대부

장비는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의 개인 자산이다. 그

터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누이트의 일상

러나 창이 필요한 외부인이 이곳에 와서 아무 창

은 큰 변화에 직면하였다. 기후변화가 이누이트의 일

이나 가져가도 무방하다. … 창이 필요한 사람은

상에 미친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다음 장은 기후변화

시간과 재료만 있다면 언제든 만들 수 있다. 그러

와 일상의 관계를 살펴보게 된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

나 창이 다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이웃의 것을 가

가 모든 공간과 장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

져가는데, 그러면 그 창은 흔쾌히 그의 것이 된다

니라, 장소마다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장석봉 역, 2009: 243).

전술한 바와 같이 이누이트가 거주하는 캐나다의 북
쪽지역은 물과 땅이 반반을 이룰 정도로 수많은 크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누이트에게 공

작은 물웅덩이와 호수 사이에 땅들이 위치하고 있다.

동체 정신은 필수적이었고, 그 핵심은 서로 공유하면
서도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
다. 나눔은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수행

3. 이누이트 누난겟의 기후변화에

된 것으로, 동물이 사냥꾼에게 생명을 주듯이 사냥꾼

대한 지리적 해석

은 사냥한 동물을 공동체에 나누어야 한다는 믿음이
존재하였다(Nuttall, 2005).
전통적으로 사냥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었고, 백

2017년 12월~2018년 2월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인의 통치 이후 모피와 바다표범 가죽의 판매는 이누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기온 상승의 경향을 무색하

이트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환경운동이 확대

게 할 정도의 장기간 한파가 북반구의 곳곳에서 나

2)

되면서 수출이 금지되고 , 기후변화로 사냥이 어려워

타나면서, 하부시설의 마비, 화재와 교통사고, 사망

지면서 이누이트 사회는 막대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자 증가 등이 경험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북극지역은

어른들로부터 학습되었던 사냥에 필요한 노하우는

2018년 2월 한 때 영상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면서 급

현실에 적용하기 힘들었고, 슈퍼마켓의 등장은 돈만

변하는 기상 패턴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CBS

있으면 필요한 음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News, 2018년 2월 28일). 일시적인 한파가 사회 전

부모로부터 떨어져 교육 받았던 학생들을 중심으

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장기적 측면의 기

로 이누이트 정체성을 찾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누나

후변화가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짐작

부트 토지 청구 협약(NLCA: Nunavut land claims

하도록 한다.

agreement)이 1970년대부터 전개되어 17년 후인

최근 기후변화에서 강조하는 점은 인간의 무분별

1999년 누나부트는 준주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누나

한 활동의 누적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에 영향

부트는 캐나다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누이트

을 미치는 변화라 할 수 있다(Aspinall, 2010; Gri-

누난겟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26개의 타운과 마을로

eneisen and Zhang, 2011; IPCC, 2007). 이누이트

구성되어 있다. 누나부트는 교육, 보건, 행정에 대한

누난겟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후변화는 기온 상

자치권을 갖고 있다. 자치권을 갖는다는 것은 한편으

승이며, 다음으로 예기치 못한 폭풍에 대한 관심이

로는 이누이트의 독자적인 발전 계획과 정체성 유지

많다. 많은 지역에서 얼음 폭풍(ice storm), 폭풍우

에 도움이 되나,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대폭적 지원

(wind storm), 폭풍 해일(storm surges)의 증가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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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예를 들어, 얼음의 상태는 지역마다 다르고,

험되고 있다(DENG, 2017).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을 유발하

해수면의 하강 정도도 지역에 따라 다르며, 땅의 상태

며, 20세기 동안 세계의 해수면은 약 20~60cm 정도

도 지역마다 다르다(표 1 참조). 실제 이누이트 누난겟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DENG, 2017). 또한, 영구

의 12개 지역(관측 지점)에 대한 기상 현상에 대한 연

동토층이 녹으면 토양 침식이 보편적 현상이다. 하지

구에 의하면(Nickels et al ., 2005), 모든 장소에서 기

만, 누나부트 일대에서는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융기

상 변화의 예측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하는 현상도 나타났고, 해수면의 하강 현상도 나타났

다. 바람의 정도와 세기, 천둥과 번개, 폭풍, 기온 변

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일반화와 함께, 로컬의 특수성

화 등은 장소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도 기후변화를 언급할 때는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

7개 지점은 바람 방향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나머지

다. 영구동토층과 빙하의 상황이 로컬마다 조금씩 다

5개 지점은 변화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 Nunavik

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도 로컬마다 다소 다르

의 Puvirnituq, Kangiqsujuaq은 천둥과 번개가 감소

다. 이글루릭(Igloolik)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기온 상

하였으나, Aldavik, Tuktoyaktuk, Inuvik, Repulse

승에 따른 기후변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Bay는 천둥과 번개가 증가하였다. 한편, Puvirnituq,

(상세 내용은 4장 참조).

Kangiqsujuaq, Ivujlvik, Nunatsiavut는 천둥과 번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

개 치는 시기가 변화하였다. 한편, 6개 지역(Holman

니라 상승과 하강 패턴이 예전과 다름을 의미한다. 기

Island, Tuktoyaktuk, Inuvik, Puvirnituq, Ivujlvik,

온 상승으로 여름 동안 오래된 얼음이 녹는 반면에,

Nunatsiavut)은 겨울이 다소 온화해졌지만, 나머지 지

겨울에는 새로운 얼음이 형성된다. 따라서 호수와 해

역은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겨울의 강

안가에 얼어 있는 얼음은 예전에 이누이트가 알고 있

추위가 감소한 곳이 8개 관측지점에서 나타났지만,

던 안전한 상태의 얼음이 아니라 매우 불안정하여 이

Tuktoyaktuk, Arctic Bay, Kangiqsuju, Ivujlvik은 큰

동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DENG, 2017). 야생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여름의 서늘함이나 여름철 온난

변화는 지리적으로 이해해야할 대표적 현상일 것이

일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흔히 미디어는 기온 상승으로 북극곰이 먹이를 찾

그림 2는 캐나다의 Environment and natural re-

지 못해 굶주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들은 물개가

sources가 웹상(https://www.canada.ca/en/ser-

사라진 것으로만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기온

vices/environment.html)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

상승이 나타나면, 많은 생물체의 서식지 한계가 북상

용하여 누나부트의 Kugaaruk과 Repulse Bay의 최

하게 된다. 기온 상승으로 어떤 지역의 동물은 감소하

난월인 7월의 평균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3). 극지

지만, 어떤 지역의 동물은 증가하는 것이다. 어떤 지

방은 빈번한 눈폭풍 등으로 인하여 기상관측이 결측

역은 사냥할 동물이 없어졌지만, 어떤 지역은 사냥할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사용된 자료 기간

동물도 많아졌고 북극곰과 같은 포식자도 증가하였

은 1986년부터 최근까지이지만, 결측이 심한 해는 그

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할 것이

림 2에 제시되지 않았다. 그림 2에서 보면, Kugaaruk

아니라, 지역에 따른 변화의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

에서는 분석기간에 7월 평균기온이 꾸준하게 상승하

이동하는 종의 분포에 대한 지도화, 새롭게 유입되는

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Repulse bay의 변화 경

종에 대한 정보, 눈 패턴과 눈 덮인 지표의 특성에 대

향을 나타내는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

한 정보, 물의 염도 등에 대한 정보가 타운과 마을별

며, 경향이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1990년 이후에

로 구축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는 기온이 하강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즉, 누나브

이처럼 기후변화는 국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될

트 주에 속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상승

필요가 있으며(Ford and Pearce, 2010; Bolton et al .,

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변화 추세가 명확하지 않

2011), 그에 따른 영향도 지역별로 파악하는 것이 중

은 지역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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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누이트 누난겟 지역의 기상 변화에 대한 지역적 차이

기후변화가 이누이트의 일상에 미친 영향

Inuvialuit
구분
Paulatuk
기상 예측
불허

✺

Holman
TuktoyAldavik
Inuvik
Island
aktuk
✺

바람
세기 감소
날
씨

Nunavut

✺

✺

✺

겨울

겨울

✺

여름

바람
강해짐

✺

✺

여름

바람 방향
변화

✺

✺

✺

여름 강풍

Repulse
Bay

Kugaaruk

Arctic
Bay

✺

✺

✺

✺

✺

✺

✺
✺

✺

겨울 온화
겨울 강추
위 감소
여름
기
서늘해짐
온
여름
따듯해짐
여름 온난
일수 증가

Puvirni- KangiqNunatIvujlvik
tuq
sujuaq
siavu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둥, 번개
감소
폭
천둥 증가
풍
천둥, 번개
시기 변화

Nunatsiavut

Nunavik

✺
✺

✺

자료: Nickels et al .(2005)에 기초한 Downing and Cuerrier(2011)의 자료를 재구성
주: ✺ 는 의미있는 추세가 있음을 나타냄.

그림 2. Repulse bay와 Kugaaruk의 7월 평균기온 변화(1986~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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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의 경향이 다

문화 및 정신의 토대로 작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기

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때문이다(Ford et al ., 2012). 땅의 조건이 바뀌면서,

지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땅에 존재하는 정체성도 변화되는 것이다. 기후변화

이처럼 이누이트 누난겟이 비슷한 기후변화를 경

로 사냥과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기후 패턴, 얼음 조

험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건, 사냥 기술, 생존 능력, 항해 기술 등에 대한 지식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거쳐 전수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

는 로컬의 기후패턴에 대한 지리적 연구가 필수적으

동체 의식을 변화시킨다고 주장된다(Bravo, 2009).

로 요구된다. 기상변화가 이누이트 누난겟의 곳곳에

사냥이 줄어들면, 젊은 세대는 땅에 대한 지식과 기술

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가 이누이트 일상

이 약화되고, 결국 전통문화보다 현대문화와 삶에 더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큰 가치를 두게 되면서, 공동체와 전통문화의 정체성

런 맥락에서 기후변화가 이누이트의 일상에 미치는

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연장자로부터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로컬 중

경험적 정보보다 GPS, 인공위성 전화 등에 대한 기술

심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을 더 신뢰하게 하였고, 기술을 활용한 이동이 실제
사냥에서 확대되고 있다(Laidler et al ., 2009; Meier

et al ., 2006). 기술이 노인의 경험을 대신하게 되면
서, 로컬 환경에 대한 경험적 이해의 중요성이 줄어들

4. 기후변화와 이누이트의 일상 변화

었고, 사회적 결속도 약화되었다(Aporta and Higgs,
2005).
기후변화가 현재 이누이트 일상의 변화를 주도했

기온 상승은 이누이트 전통 음식의 신선도에도 큰

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 것이다. 일상의 변화는 기후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냥한 동물이 상하게 되면서 음

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이 큰

식을 날 것으로 먹는 이누이트의 건강에도 문제가 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누이트 일상의

생하고 있다(Ford et al ., 2012; Young, 2003). 또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기후변화 하나에 의한 것은 아님

기온 상승은 이누이트의 음식 문화 자체에 큰 영향을

을 명시하면서, 기후변화가 이누이트 일상에 미친 영

미치고 있다. 사냥한 음식에 대한 먹거리 확보가 어려

향을 서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워지자, 일부 사냥꾼은 사냥 음식을 비싼 값에 팔려고

기후와 문화의 관계는 단순히 선형적 관계를 갖지

하고, 신선한 사냥 음식이 부족하여 가공 식품에 대한

는 않는다. 기후변화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물이 북상하면서 새

기후변화에 따라 문화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로운 먹이를 섭취한 바다코끼리와 북극곰에서 선모

전통적으로 이누이트는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고, 대

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날음식을 먹는 이누이트

부분의 공동체는 자체의 신성한 장소와 고고학적 문

의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Cook et al .,

화유산(예: 무덤, 사냥터 등)을 갖고 있었다(장석봉

2008; Speldewinde et al ., 2009; Wenzel, 2009).

역, 2009). 신성한 장소와 문화유산이 이누이트의 전

이처럼 음식을 둘러싼 긴장과 스트레스가 작동하

통을 유지하고, 사냥과 일상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면서, 지역 공동체의 위화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

담당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상 변화로 이들 문화유산

름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물의 염도가 증가

이 훼손되거나, 물에 잠기거나, 길이 없어지면서 접근

하면서 식수 사용의 문제도 야기되는데, 전통 음식

하기 힘들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질 변화는 로컬 음식의 안전에

이런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이누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Dommergue et al ., 2003;

트의 전통문화와 정체성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Gantner et al ., 2010).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지역 공

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누이트에게 땅은 정체성,

동체의 안전과 평온의 토대라는 점에서 기후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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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름 사냥은 7~9월에 이르는 시기로, 배(커

이누이트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될 수 없다(Cosello

et al ., 2009).

누)를 이용한 사냥이 주를 이루었다. 바다와 호수를

기후변화는 경제와 관련하여도 막대한 영향을 미

가로지르면서 물고기(고래), 물개, 바다코끼리, 순록

치고 있다(Aporta and Higgs, 2005; Prno et al .,

등을 사냥하였다. 여름 사냥의 장소는 겨울 사냥 장소

2011). 누나부트의 조그마한 섬인 이글루릭은 기후변

와 달랐는데, 여름에는 바다코끼리를 주로 해안에서

화로 경제활동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

사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름의 기상조건이 불규

두될 정도이다(Ford et al ., 2006b). 섬에 거주하는 약

칙해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사냥에 걸리는 시

2,000명의 이누이트는 수렵 활동과 일상의 대부분을

간이 많이 소요 등 사냥 조건이 악화되었다. 이는 결

바다 위의 얼음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

국 사냥 준비와 사냥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로 수렵 장소까지 이동 경로는 해상에서 육상 길로 바

증가를 가져오면서, 사냥의 감소를 가져왔다.
사냥의 감소는 많은 이누이트로 하여금 수렵 경제

뀌었고, 눈 상태의 변화는 육상 경로의 이동에 많은

(gathering and harvesting economy)에서 임금 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이글루릭에 거주하는 이누이트의 전통적 사냥은

제(wage economy)로의 전환을 강요한다(Wenzel,

겨울 사냥과 여름 사냥으로 구분되는데, 겨울 사냥은

2009). 젊은 사람들은 사냥보다 임금 노동을 선호하

10월에서 다음 해 7월까지로 주로 단단한 얼음의 바

게 되면서, 사냥을 통한 먹거리 확보보다 슈퍼마켓을

다를 썰매로 이동하면서 바다에서는 물개와 바다코

통한 구매를 선호하게 되었다(Ford et al ., 2012). 갈

끼리를 주로 사냥하였고, 땅에서는 주로 순록을 사냥

수록 슈퍼마켓을 통한 음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였다. 하지만 기상조건이 변화하면서 바다의 얼음

이는 이누이트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

이 얇아지고, 특히 새롭게 내린 눈 밑의 얼음 상태를

면, 많은 상품의 운송을 항공에 의존하기에 이누이트

예측하기 힘들어 사냥을 위한 해상 이동에 많은 위험

마을에서 상품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표 3에서 보

이 뒤따르게 되었다(표 2 참조). 기상변화에 대처하는

는 것처럼 이누이트 지역의 필수 생필품의 가격은 오

방법으로 육상 길의 이용과 사냥을 위한 현대식 장비

타와 지역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비싼 편이다.

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그림 3. 이글루릭 섬의 땅과 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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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글루릭의 기상변화와 사냥의 관계
구분
시기

겨울 사냥

여름 사냥

10월~익년 7월

7~9월

이동 수단

썰매

배(커누)

이동 경로

해상(바다 얼음)

바다, 호수

사냥 종류

물개(바다얼음), 바다코끼리(바다얼음), 순록(땅)

물개(바다), 바다코끼리(해안), 순록(땅)

바다 얼음 얇아짐. 기상 불규칙

강풍이 자주 불고, 바람의 방향 변화

육상 길로 이동, 현대식 장비 구축

사냥 소요 시간 증가, 사냥 준비 비용 증가

기상조건 변화
변화에 대한 적응

자료: Ford et al ., 2006b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표 3. 이누이트 거주지역과 다른 캐나다 지역의 식료품 값 비교
감자(5lb)

우유(1리터)

소고기(1lb)

밀가루(2.5kg)

총 가격

이누이트 지역

$7.49

$3.15

$9,99

$10.59

$31.22

오타와

$2,49

$2.49

$2,49

$2.19

$9.47

자료: ITK, 2006, Inuit Statistical Profile.

5. 기후변화에 대한 이누이트 누난겟의

이누이트는 실업에 직면하였고, 빈부 격차는 현실
의 문제가 되고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은 현대식 장비

대응: 누나부트의 사례

를 통해 사냥을 할 수 있으나, 신기술의 이동 장비를
갖추는 것은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한다(Ford et al .,
2006b). 이제 많은 이누이트는 땅에 의존해서만 살수

이누이트 누난겟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

없는 조건에 내몰렸다. 취업에 관한 2006년 자료에

로 대처하는 곳은 아마도 이누이트의 자치권이 인정

의하면 25~54세 이누이트의 실업률은 약 40%에 이

되는 누나부트 준주일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누나

른다(ITK, 2006).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높

부트 일대의 기후변화 연구는 연방정부, 누나부트 준

은 실업률 때문에 임금 경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주, 국제기구 등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4).

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온실가스 배출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누나부트의 동부와 중부

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과, 기후변화에 따

지역에 대한 관광 및 광산 개발이 관심을 받고 있다.

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동부지역은 바다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곳

(DENG, 2017), 누나부트 준주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으로, 특히 광산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이다. 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누나부트 준

지만,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고소득의 일자리가 주로

주는 2003년 <기후변화전략>을 채택한 이래, 정부,

외부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고, 고용된 이누이트의 고

과학자 및 지역 공동체의 광범위한 협력에 기초하여

용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누이트 사회의 불만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이 높은 편이며, 관광 개발의 효과도 기대에 부응하지

누나부트 준주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최대의 문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tewart et al ., 2010). 기후변

제, 즉 취약성으로 먹거리를 꼽는다. 식량과 관련하

화에 따른 개발의 가능성과 현실성 사이의 괴리가 크

여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은 물개의 안정적 확보

다는 점이 이누이트 사회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

이다. 전통적으로 물개는 음식이자, 옷이었고, 카누

아 있는 셈이다.

와 생활 도구를 만드는 재료였다. 물개 사냥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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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과 상호 간 배려를 필요로 하였고, 사냥감의

스포츠 사냥, 낚시, 문화 및 탐험과 관련된 관광이 증

분배는 마을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 요소였다. 이처

대하고 있다. 관광의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나, 현재

럼 물개는 단순한 식량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누나부트의 입장에서는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Berry, 1999;

절실한 상황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누나부트는 광산 개발에 관심을 갖는데,

DENG, 2017).
비록, 물개 사냥이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 누나부

2015년 1억 7000만 달러 상당의 금, 다이아몬드, 철

트에서 물개 사냥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등이 채굴되었고, 미도우뱅크 지역에서는 452,877 온

약 4,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Nunavut

스의 금이 채굴되어 시장 가치로 6억 달러의 경제적

Government, 2018). 물개 사냥으로 약 500만 달러

효과가 발생하였다(Nunavut Government, 2018).

의 슈퍼마켓 음식이 대체되고, 물개 가죽을 활용한 장

광산의 안정적 채굴을 위해서는 도로, 활주로, 기차

식품과 예술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약 100만

철로, 항만 시설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의치

요한데, 영구동토층의 침하, 해안 침식, 폭풍의 증가

않는데, 갈수록 물개가 감소하고 있으며, 물개 사냥을

는 채굴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도로와 항만

위한 자연환경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누나부트 준주는

한편, 누나부트 준주는 기후변화가 이누이트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 관광 개발사업에 주목하고 있

2012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광산의 적응 전략을 수
립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다. 누나부트에는 4개의 국립공원과 15개의 지역공원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영구동토

이 있으며, 연간 14,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누나부트

층의 침하로 인한 광산 사면의 안정성 약화이다. 이에

를 방문한다(Nunavut Government, 2018). 만연한

대한 대응 전략으로 지표와 수압에 대한 지속적인 모

실업 문제와 높은 물가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소

니터링을 통해 사면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득원으로 관광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태관광,

또한,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방파제 또는 잔교 건설을

표 4. 미도우뱅크 광산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전략
기후 변화의 구분

기후변화의 영향

폭풍의 강도 증가

항만 시설 손상, 항만 서비스의 일정 변화, 해안
선적장의 파괴 등

방파제, 잔교 등을 건설하여 폭풍 피해의 최소화

해빙의 축소

광산물의 해양 수송 증가

해빙의 변화에 대한 현장 연구 및 최상의 선적 공간
확보

조류의 변화

해안의 수문학적 변화(수로의 변화, 조류 속도
의 변화 등) 초래

방파제(또는 잔교) 건설을 통한 연안류 피해의 최
소화

해안 침식

항만 토양 상태의 변화, 해안가 구조물의 안전
성 문제

모래주머니, 바위 등을 쌓아 해안선을 보호하고, 해
안가 건축물의 토대 보강

광산 사면의 안정성 약화 등

지표 및 수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광산 일대 토양의 투수성 변화

지표의 식생 관리 및 (바다 및 호수의) 수위 조절

광산 작업(채굴, 하역, 운송 등)의 지연

강우 배수 시스템 구축

바람 패턴의 변화

광산 일대의 토양 침식 심화

광산 현장 및 주변의 바람 측정 시스템 구축

극한 기상의 출현

광산 일대의 토지 피복도 변화

광산 현장의 기상변화 측정 시스템 구축

영구동토층 침하
서리의 증가와 얼음 축소
강우 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

자료: Government of Nunavut, 2012, Vulnerability Assessment of the Mining Sector to Climate Change Task 1 Report
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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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항만 시설의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극

두운 면이 존재한다. 높은 실업률과 높은 물가는 이

한 기상 현상으로 토지 피복도의 변화가 야기되는데,

누이트의 로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광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광산 일대에 기상변화 측정 시스

과 관광 개발은 외부 주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노후화

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 4에 제시된 것처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5)은 마약, 알콜, 폭력 등 다양한

럼 조류의 변화, 해빙의 축소, 해안 침식, 서리의 증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누

와 얼음의 축소, 강우 변화, 바람 패턴의 변화 등에 대

나부트 스스로 단 기간에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한 대응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는 않는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누나부트 준주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이누이트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발전을 위하여 공동체의 역할과 통합 거버넌스를 강

Downing and Cuerrier(2011)는 땅과 강하게 연

조한다(Ford et al ., 2012)(그림 4). 첫째, 공동체의 발

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누이트일수록 기후변화에

전 목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자족성 확보, 유대감

적응을 잘하고 건강하다고 한다. 이는 전통과의 단절

강한 건강한 가족 구성, 책임 있는 개발을 통한 경제

이 기후변화의 대처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사회적

성장, 자원의 현명한 사용을 통한 착한 정부의 실천이

활동의 제한을 가져오면서, 로컬의 발전을 어렵게 한

다. 이를 위한 전략은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의 영

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로컬 스스로, 로컬이 주도

향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교육과 아웃리치 프로그

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로

램의 확대, 정책과 계획의 효율성 제고이다. 둘째, 통

컬이 주도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고립을 유지하

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누나부트 정부의 지속가능

자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 속에 자기주도성을

한 발전 전략은 이누이트의 전통 지식을 존중하고 공

강조하는 것이다.

동체를 통한 미래를 계획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열린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로컬의 지리적

시각의 공동 연구 및 대응을 모색하고, 토론과 합의

특성에 기초하여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기상 조건과

를 통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며, 관찰, 멘토, 실천 및 노

기후변화의 패턴은 로컬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본 연

력을 통한 기술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토지, 동물,

구는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로컬의

환경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

거버넌스는 기후변화의 패턴, 전통 지식과 문화, 외부

처하는 공동체 적응 프로그램으로 식량생산 지원 프

세계와의 관계 등이 동시적으로 고려되도록 추진되

로그램, 공동 냉장고 및 음식 은행 프로그램, 청년 사

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대

냥 프로그램, 육류 공유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응은 다양한 국제기구 및 캐나다의 기관들에 의해 독

(Furgan and Seguin, 2006; Lardeau et al ., 2011).

립적으로 추진되거나 상호 협력이 부족하고, 누나부

하지만, 이러한 누나부트 준주의 청사진에도 불구

트의 역할이 적은 편이다. 향후 누나부트가 주도하는

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이누이트가 직면하고 있는 어

기후변화 정책에 국제기구와 캐나다 연방정부의 협

공동체 발전 목표
•자족성 확보
•건전한 가족과 강한 공동체
•개발의 책임을 통한 성장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착한 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전략



•전통 지식과 공동체 미래 계획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토론과 합의의 의사결정
•효율적 기술개발
•토지, 동물 및 환경의 존중

그림 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누나부트 정부의 목표와 전략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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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난겟을 사례로 살펴보면서, 기후변화에서 지리에 대

필요할 것이다.

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는 이누이트처럼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일수록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단순

6. 결론

히 자연과학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사회과학에만 의
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리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
기후변화는 한 문명의 발전과 멸망을 좌우하는 매

서 인간 삶의 역동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우 중요한 변인으로 장기적으로 관찰되고, 지속적인

이누이트의 일상을 연구함에 있어 지리학의 가치는

대처를 요구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매우 크다. 둘째, 기후변화는 장소마다 다르게 나타나

이 이누이트 누난갯 지역의 기후변화는 이누이트의

고 있어, 기후변화 패턴에 대한 무리한 일반화는 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누이트가 경험

제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통칭하는 이누이트 누난

한 사회적 변화의 상당 부분은 유럽인과의 접촉에 따

겟 또는 누나부트라는 지역은 사실 넓은 면적을 포함

른 문명화의 결과이지만, 기후변화는 영구동토층에

하는 지역이다. 기상 조건은 장소마다 다르며, 기후변

위치한 이누이트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의 영향력은 로컬의 사회-경제적 조건, 사냥과 생

사냥이 감소하면서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고, 현대적

산 활동의 조건 등에 따라 다르다. 또한, 사람이 거주

기술이 노인과 공동체의 경험을 대체하면서, 공유에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사람이 거

기초했던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주하는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동일한 수준

때문이다.

에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연구

사냥 음식에서 슈퍼마켓의 음식으로 먹거리가 변

함에 있어 로컬의 특성을 강조하는 지리적 관점이 중

화하고 있으며, 화폐경제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내재

요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되면서 문화와 가치관의 일대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로컬의 자연 및 인문의 조건과 성격에 따

신기술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나, 적

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당한 일자리는 부족하고, 소비자 물가는 턱없이 비싸

은 로컬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고, 주택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변화는 이누이트 사

는 로컬의 상황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하므로, 변화의

회의 변화에 큰 파장을 가져오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

방향과 정책의 주도권은 로컬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기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후변화는 지역개발

한다. 누나부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누이트의

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체성이 간과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문제의 여지

누나부트 준주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캐나

가 있다. 전통문화와 지식에 기초하여 이누이트의 정

다 연방정부, 국제기구, 대학과 협력 관계를 다각적으

체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

로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자연

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 사회가 공존하는 발전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역할

본 연구는 이누이트 누난겟을 사례로 기후변화가

을 강조하고 통합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지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진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누나부트의 발전에 긍정적

시도되었다. 전술한 것처럼 지리는 기후를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어업과 관광의 활성화, 자

학문임과 동시에,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원개발의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학문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 적응에 대하여 누나부트 준주가 거둔 성과는 아직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장 조사

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를 실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위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캐나다 이누이트 누

주로 분석하였기에, 연구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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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부족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면

5) 누나부트의 주택환경은 캐나다에서 가장 좋지 못한 것으

서, 기후변화가 이누이트 누난겟에 미친 영향을 다각

로 인식된다. 약 80%의 이누이트가 임대로 살아가며, 개인
소유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집의 노후화

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도 심각한데, 약 20% 이상의 가구가 주택의 개선이 시급하
다고 주장한다. 집이 부족해서 한 집에 대가족, 친척, 친구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집에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청소년은 어른들로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리

주

면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tatistical Canada, 2016).

1) 「문명의 붕괴」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자연적 기후
변화는 인간 사회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즉, 당시 사회의 특징에 따라 기후 변화
의 영향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사회에 불리한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 소빙기는 노르웨이령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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