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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해상분야라는 맥락에서 사람들은 술라웨시섬에 대해 들으면 즉시 산호

초 삼각지대 생태지역(CTE)을 떠올릴지 모른다. 이것은 2009년 산호초 

삼각지대 생태지역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6개국(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솔로몬제도)의 다자간 

협력계획인 산호초 삼각지대 이니셔티브가 선포된 이후, 이 지역의 산호

초와 관련 생태계 생물다양성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술라

웨시섬은 이 지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그림 1) 산호초 삼각지대 생

태지역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산호초와 

여기에 관련된 생태계이다. 달리 말하자면, 관심의 초점은 자연 생태계

에 있다. 따라서 산호초 삼각지대 생태지역에 관한 논의의 중심은 생물다

양성, 보존과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에 관한 것이다(The Nature 

Conservancy 2008, CTI 브로셔 참조).

그러나 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 세계해양협회

(World Ocean Council)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 해양생물다양성

의 중심지로서 산호초 삼각지대는 주요 보존 우선순위’라고 언급했다. 산

호초 삼각지대의 환경 다양성과 경제적 가치는 기후변화, 도시화, 남획, 

그리고 여타의 충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로 인해 이 

지역 6개 국가의 지도자들은 산호초 삼각지대 이니셔티브(CTI)를 만들었

다. 공식명칭은 산호초, 어업, 식량안보를 위한 산호초 삼각지대 이니셔

티브이다(세계해양협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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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적 구상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도 자국 내 생태지역에 

관해 유사한 내러티브를 개발했다. 인도네시아의 산호초 삼각지대 이니

셔티브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인도네시아

는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이다. 영토는 3개의 시간대에 걸쳐있고 17,000

여 개 이상의 섬과, 86,700㎢의 산호초, 24,300㎢의 맹그로브숲을 아우

르며, 약 2억 3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Huffard, C.L., M.V. Erdmann, 

T.R.P. Gunawan. 2012. P xiii). 술라웨시섬의 해역은 (1)술라웨시 해-

마카사르 해협, (2)술라웨시 북동부와 토미니 만, (3)반다해 생태지역의 

세 곳으로 나뉘며, 각 지역에는 차례대로 1,785가지, 1,561가지(이 중 6

종은 토착어종), 1,760가지(이 중 3종은 토착어종)의 산호초 어종이 서식

한다. 구각목(stomatopod)과 관련된 산호의 다양성도 높아서 각 지역은 

46가지, 29가지, 40가지 산호종이 서식한다.(그림 3) 이 세 지역에는 울

창한 맹그로브숲도 자란다. 그림 4는 술라웨시섬의 각 지역에 23가지, 8

가지, 12가지 종류의 맹그로브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산호초 삼각지대 전역과 술라웨시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상의 정보 외에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풍부한 생

태계와 생물다양성은 지구 생태계를 위한 필수적인 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수백만 명의 생명과 생계의 원천

이기도 하다. 따라서 술라웨시 생태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우리의 책임이

다. 최고의 관리, 보존, 복구를 확립하는 것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우리

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고의 해양생태계관리와 보

전은 물론, 사람들의 복지와 식량 안보를 위한 최적의 사용을 위해 진심

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생태지역과 생물다양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담론

과 이해는 필요할지언정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술라웨시 지역이 많은 

연안 공동체와 해양 민족의 거주지라는 점도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 일부 

예를 들자면, 북술라웨시의 미나하사족, 술라웨시섬과 그 너머로 흩어진 

바자우족, 오랑 셀라야르(셀라야르 사람들), 부톤족, 부기족, 마카사르족

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체계, 해양 생태계와 전통 어법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전통지식을 통해 바다와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들의 문

화는 구성원들이 해양생태계를 돌보고 보살피면서 상호작용하도록 이끌

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해상영역을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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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공공재산’으로 보지 않는다(Hardin 1968). 이

상을 고려할 때, ‘생태지역’이라는 양동이에 지역 거주민들과 이들의 문

화에 대한 지식을 추가하지 않는 한,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우리의 노력

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생태지역에 관한 내러티브는 사회문화적 이슈

들에 대한 이해가 더해져 사회-생태지역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술라웨시 지역 거주민들의 해양문화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상이헤, 셀라야르, 부톤, 마카사르 사

람들의 해양지식, 어업 풍습, 전통적인 어업관리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

은 신념체계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심도 깊은 전통지식, 전통 어법과 전략 

등을 통해 바다와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 연구가 술라웨시섬 주민

들의 해양문화를 완벽히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 주

민들과 그들의 문화가 해양자원관리 문화를 실천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협력적인 해양자원관리(공동관리)의 담론에서, 이러한 실천은 더 

나은 어업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본을 보여준다(Ruddle and Satria 2020 

참조).

술라웨시 지역의 
문화 다양성: 전통
지식, 어업전통,
전통해양자원관리

상이헤(Sangihe) 주민들과 해양문화1

인도네시아에서 오랑 상이어(Orang Sangir)로 불리는 상이헤족은 원래 

북술라웨시의 상이어 탈라우드 구(District of Sangir Talaud) 출신의 종

족이다. 상이어 사람들은 해양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들이 작

은 섬으로 이뤄진 군도에서 산다는 사실을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다.(그림 2) 해양문화는 자신들의 거주지이자 삶의 장소에 적응하고 생계

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다.

상이헤 탈라우드(Sangihe Talaud)의 연안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의 연안해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 주민들은 어장

을 이름으로 구분하는데, 이 이름들은 이들이 생태계의 특징에 익숙함

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카하키탕(Kahakitang)섬 주민들은 말라루기스

(Malarugis, 가라지속 어종(Decapterus spp.))에 특화된 어장 10곳을 발

1 Ulaelan, A. J, S. Hoetagaol and M. S. Kaghoo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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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했다.(그림 3) 해안 사용권에 있어서는, 특정 연안해역에 대한 소유권

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보통 심해자원을 위한 어업은 자신들의 마을 인근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어부들은 다른 사람의 연안해역에서 고기잡는 것

을 피한다. 이것은 저어(demersal fish)를 잡을 때 연안해역이 인근 공동

체와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공유지로 간주된 

어장들도 존재한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도 자유롭게 고

기를 잡을 수 있다. 이들은 심지어 어획량을 나누거나 동료 어부가 아니

라고 생각되면 쫓아내기도 한다.

그림2. 상이헤족 분포(거주) 지역

상이헤 주민의 전통 중 잘 알려진 것은 세케-마네케(Seke-Maneke) 전통

이다. 이 전통은 말라루기스(Malalugis) 어업과 관련이 있다.(그림 4) 계

절마다 이 지역으로 오는 이 어종은 수입과 식량의 매우 중요한 원천이

고, 그 중요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 어종을 잡는 특별한 전통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이 어종을 판디헤(Pandihe, 나무로 만든 울타리 모양의 어구, 

그림 8)와 세 척의 어선(어획물을 보관하고 이송하기 위한 론데 Londe, 

판디헤를 보관하고 이송하기 위한 켕캉 Kengkang, 어부들이 타는 파모 

Pamo)으로 구성된 세케(Seke)라고 불리는 어구와 어선 세트로만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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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카아키탕 섬 주변의 어장ⓒ울라엔(Ulaen), 회타가올(Hoetagaol)과 카그후

(Kaghoo), 2014. 140쪽

그림 4.   판디흐(Pandihe)ⓒ울라엔(Ulaen), 회타가올(Hoetagaol)과 카그후

(Kaghoo), 2014. 16쪽

마네케(Maneke)는 세케를 이용해 말라루기스를 잡는 어업 방식이다. 이

것은 40-50명이 모여 하나의 세케(Seke) 그룹을 만들어 작업한다. 그

림 5는 세케 그룹의 사회조직을 보여준다. 이 그룹은 토나셍 카루아네

(Tonaseng Karuane) 또는 토나스(Tonaas)가 이끌고, 그는 모든 어업활

동을 주도하는 책임자이다. 토나스는 풍부한 지식 외에 영적인 힘도 가지

고 있다. 두 번째 지도자는 토나셍 카루아네이다. 그는 토나셍 페쿠이테

(Tonaseng Pekuite)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판디헤 설치를 지휘한다. 그

는 또한 어구의 유지보수 관련 활동을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다. 만데레소

(Mandereso)는 어획물을 보관하고 분배를 담당한다. 만도레(Mandore)

는 어업 준비기간 동안 사람들을 동원할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렉뎅

(Lekdeng)은 세케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로, 이들은 평범한 어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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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케 조직의 조직구조ⓒ울라엔(Ulaen), 2014

모든 세케 그룹은 고유의 어장(fishing spot)이 있다. 어장을 소유한 그

룹의 허락이 없다면 다른 그룹의 어장에서 조업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칼레히섬(Makalehi Island)에는 6개의 세케 그

룹이 있다. 각 그룹은 공동의 합의에 기반하여 지정된 어장에서만 조

업을 할 수 있다. 세케 포타스(Seke Potas)는 덤피세(Dumpise)와 팡쿠

낭(Pangkunang)에서, 세케 야망사라(Seke Yamangsara)는 리앙 캄빙

(Liang Kambing)과 말렌당(Malendang)에서, 그리고 세케 라리오(Seke 

Rario)는 사게 카디오(Saghe Kadio)와 사게 라보(Saghe Labo)에서만 조

업할 수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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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칼레히 섬의 주변 어장 할당 현황ⓒ울라엔(Ulaen), 회타골, 까후, 2014

1.  Seke Potas :  

Dumpise and Pangkunang 

2.  Seke Yamangsara :  

Liang Kambing,  

Malendang

3.  Seke Rario :  

Saghe kadio, Saghe Labo

4.  Seke Manghurang : 

Senggelohe, Malahemung

5. Seke Glori: Tilade Labo

6. Seke Lembe : Tilade 

Kadio

카로코탄(Karokotan) 마을 주민들은 수대에 걸쳐 에하(Eha)라고 불

리는 전통을 지켜왔다. 기본적으로 이 전통은 지정된 구역 또는 자원

의 조업시기를 마무리하는 전통이다. 바다에서 이 전통은 섬의 해역 3

곳에 있는 9개의 어장에서 시행된다. 여기에는 카코로탄섬 주변의 렝

고토(Lenggoto), 알레(Ale’e), 아판(Apan)과 단수난(Dansunan), 인

타타(Intata)섬 주변의 라네(Ranne), 아부우(Abuwu)와 온덴부이

(Ondenbui), 그리고 말로(Malo)섬 주변의 멜렐레(Melele)와 사완

(Sawan)이 포함된다. 주민들은 보통 1년간 각 어장에서 조업을 중단한

다. 조업휴지기를 어기는 사람들은 관습법정(customary court)에 의해 

체벌이나 벌금의 형태로 처벌을 받는다. 조업휴지기의 엄격한 시행은 물

고기들에게 번식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업휴지기가 끝나면 또 다른 전통이 이어진다. 이것은 마네(Mane’e)라

는 전통이다. 이 전통은 에하 기간 동안 보호된 물고기들을 수확하는 전

통이다. 마네전통은 전통적인 영적 지도자의 지도 아래 신의 축복을 기원

하는 의식으로 시작한다. 신과 조상의 축복은 공동체의 축제인 마네 기간 

동안 풍어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일부 주민들은 조업일에 물고기를 모는 데 사용할 어구 손질을 시작한다. 

이때 사용되는 어구는 코코넛 잎으로 짠 매우 긴 장대이다. 수확의 날, 사

람들은 어장에 어구를 가져온다. 어장을 반원으로 둘러싸고 물고기들을 

해안의 특정 구역으로 몬다. 물고기들이 얕은 바다로 모이면 전통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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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주로 전통적인 왕(라자Raja)이 긴 작살로 물고기를 잡아 창에 끼워 

세워 들어 올린다. 다른 중요한 지도자들도 라자와 같은 행동을 한다. 차

례로, 모든사람들이 뒤따라 뜰채나 작살 등 다양한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

를 잡는다.

  

셀라야르는 마카사르(Makassar) 시 남쪽에 있는 섬이다. 셀라야르 주민

들은 연안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전통이 있다. 이러한 풍습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 다음에서 이어지는 설명은 분가이야(Bungaiya) 

마을의 전통에 관한 것이다. 이 마을은 셀라야르섬의 북부에 위치해 있

다.(그림 7) 분가이야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 인근 연안해역에 대

한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마을의 해역에서는 누구나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어업과 관련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 마을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살펴보면, 우선 연안해역은 3구역으로 나

뉜다. 여기에는 조업금지구역(no take zone), 완충구역(buffer zone)(이 

두 구역은 모두 대라 퍼린던간 라우트(Daerah Perlindungan Laut), 즉 

보호구역으로 불린다), 그리고 전통어업구역(traditional fishing zone)이 

있다. 조업금지구역에서는 어떤 어업도 허락되지 않지만, 완충 구역에서

는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등 어업 외 활동은 허용된다. 어업은 전통어업구

역에서만 허용된다. 고정자망(인도네시아어로 세로(Sero), 현지어로 빌

라(Bilah)(그림 8)이 설치된 위치는 사유자산이다. 이 장소의 소유주만이 

어구를 설치할 수 있다. 세로의 주인이 어망을 설치하면 그 장소에서 40

팬텀(phantoms) 이내에서는 다른 어구의 어획활동으로부터 자유롭다. 

즉, 이 지역에서는 다른 어구를 이용한 어획활동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청산가리나 폭파 낚시와 같이 파괴적인 조업은 전적으로 금지된다. 야간

에 손전등(헤드라이트)이나 작살총을 가지고 잠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2.  이 부분에서 사용된 자료는 퀸즐랜드 대학(Queensland University)이 수행한 ‘산

호초와 관련 생태계 서비스 포착하기(Capturing Coral Reef and Associated 

Ecosystem Services) 프로젝트’에 기반한다. 저자는 헬렌 로스 교수(Prof. Helen 

Ross)와 알리 얀시아 압두라힘(Ali Yansyah Abdurahim)과 함께 정보를 수집했다. 

셀라야르의 연안공동체 기반 관리에 관한 추가 정보는 H. Ross, A. Y. Abdurrahim, 

A. Phehan. 2019 와 Nils, A.Y. Abdurrahim, P.  Mumby,  H.  Ross. 201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셀라야르
(Selayar)섬의 
어장관리전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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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규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장비가 지나치게 효

과적이어서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와 같

은 장비의 사용이 좀 더 전통적인 장비로 조업을 하는 어부들에게 불공평

하기 때문이다. 땅끌이망은 해초배양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그림 7. 셀라야르 섬의 분가야 마을 (출처: Google 어스에서 수정)

그림 8.  고정자망(인도네시아어로 세로(Sero), 현지어로 빌라(Bilah)의 모습ⓒ데디 

수프리아디 아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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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제한조치들은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

하기도 한다. 처벌은 보통 위반 수준에 따라 어획물, 어구, 선박을 몰수하

는 것이 포함된다. 벌금은 청산가리와 폭파 낚시와 같은 파괴적인 도구나 

기술을 사용하는 어부들에게 부과된다.

위에서 언급된 규칙 이외에, 셀리야르에는 옴보(Ombo)라고 부르는 전통

이 있다. 이 전통은 특정 어장에 관한 지식의 비밀엄수에 관한 것이다. 대

개 원로 어부들은 다른 어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특정 어장에 관한 특

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부는 이 특별한 어장을 ’예금계좌’로 

여기고, 다른 어장에서 물고기를 전혀 잡지못할 때면 이 특별한 어장에서 

낚시를 한다. 그는 주로 이 구역에서는 혼자 낚시를 하고 다른 어부들에

게는 비밀로 한다.

부톤은 섬의 이름이자 종족, 언어, 남동술라웨시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

기도 하다. 부톤섬은 마카사르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다.(그림 9) 

종족 집단으로서 부톤인들은 해양민족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숙

련된 어부들이자 항해사이고 선박 제작자들이다. 아래에서는 연안 영토

에 대한 이들의 문화/전통 지식의 일부를 다룬다. 이 지식은 부톤의 전통 

영토인 와불라(Wabula)에서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와불라 주민들은 육지와 연안 해역 모두에 대한 공동체의 영토권을 주장

한다. 이들은 육지의 공동체 영토는 팡코(panko)로, 공동체 연안해역은 

남보(Nambo)라고 부른다.(그림 9) 남보의 경우, 특징에 따라 여러 구역

으로 구분한다. 남보 롱카-롱카는 맹그로브 지역, 남보 파랑쿠두는 해초

지, 남보 파시는 산호초 지역, 남보 키토는 심해이다. 주민들은 특정 기능

을 수행하는 지역에도 이름을 붙인다. 남보 피키콜루아니오 포누는 거북

이들의 산란지이고, 남보 호우는 물고기 사육장이다.

몇 가지 규제들이 남보 지역의 어업을 관리한다. 여기에는 독극물을 이

용한 어업과 폭파낚시 등 파괴적인 어업의 금지도 포함된다. 작은 어종

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은 투망과 통발(부부 Bubu)의 최대 크기를 제한

3.  Subdit Masyarakat Hukum Aaat 2017. Identifikasi dan Pemetaan Masyarakat 

Adat: Masyarakat Adat Wabula, Kabupaten Buton, Provinsi Sulawesi 

Tenggara. 참조

부톤(Buton)의 
전통연안지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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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술라웨시섬은 특히 산호초, 산호초 어류, 맹그로브와 해초 등 생물다양성 

핫스팟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섬들은 산호초 삼각지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은 전 세계가 보존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6개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가 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지만, 본 연구는 이 지역의 문화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가 다양하고, 그래서 사회문화적 다양성도 풍부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 지역주민들의 해양영토 자원관리에 관한 

한다. 와불라 주민들은 옴보 전통도 적용한다. 이것은 북술라웨시의 에하 

전통과 비슷하게 어업 종료시기를 적용하는 전통이다. 옴보는 남보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특별자원에 적용될 수 있다. 옴보가 적용되면 어업은 

완전히 종료된다. 옴보가 해제되었을 때만 현지 주민들은 어장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관리 규제들은 파라벨라(아다트 지도자)와 이맘(종교지도자)으로 

구성된 아다트 위원회(Adat committee)에 의해 통제된다. 규정을 어긴 

경우 이 위원회는 범인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을 결정한다.

그림 9. 부톤섬과 와불라 주ⓒ부톤 리젠트 규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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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도 강조한다. 천연자원관리, 특히 공동자원관리에 관한 담론에

서 이러한 지식과 풍습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개발을 위한 토대로 매우 

중요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본고는 산호초지역에 관한 논의가 천연자원

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것은 담론이 생태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회생태계에 관해 이

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해양문화저널(Journal of Ocean & Culture) 제 2호

에 발표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