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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olving oceans and coastal-communities 
is probably closest to the hearts of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in the lives of the people of the SIDS, it 
is our privilege to co-organize this event in partnership with ICHCAP.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broad term covering, what constitutes 
in the SIDS, elements of our life, and society. Intangible aspects of 
knowledge, practices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that represent or 
are associated intangible aspects of cultural heritage, are continuously 
evolving as a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communities and their 
environment. For the SIDS, their interaction is marked by the ocean and 
oceanic history.

For long the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symbols and performanc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ceremonies were ignored in development planning.  It is rather recent 
that their importance is being recognized as an important framework for 
development.

Since this webinar was held in the backdrop of COVID-19 pandemic, 
which is marked by physical separations and emotional isolation, it is a 
time to further reflect on two dimensions of development, in particular 
in context of oceanic heritage: Firstly, the dimension of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secondly, the ro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lated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events in 
strengthening the tangible bonds among people. Temporarily confined, 
as we are, in our own little islands, in our own homes, in our own four 
walls, we are increasingly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families, 
neighbours, and visitors and social occasions that connect us with 
strangers to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also be the emotional 
anchor that gives people ability to cope with this tragic situation as well 
as to reach out to others to support them.

The backdrop of COVID-19 pandemic, also brings us to a few 
ques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 much and what kind of 
economic growth we want, and what kind of society we want to be and 
for whom? Atten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uch deliberations 
is important because it plays critical roles in socio-cultural life and as 
well as in biodiversity. The role of cultural industries and traditional 

Welcom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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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productions in the supporting livelihoods of tourism dependent 
economies is immense. This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e Pacific 
where oceanic traditions and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surround 
people’s lives and have been an important attraction for tourism. Today, 
tourism in the Pacific has come to a halt and we have to see effect it 
would hav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economic crisis set in motion by the COVID-19 pandemic 
grows,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rol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lays in peace and security. Often, peace and security issues are related 
to people’s sense of identity, culture, and tradition. When these aspects 
are threatened, people forsake considerations of health and economic 
wellbeing and feel at odds with one-another. In recent, we see this 
debate going on in relation to the area that the ICHCAP covers, i.e., 
information technologies. In context of SIDS, who face high degrees of 
digital disadvantage, issues of legitimacy of knowledge, ownership of 
digitalized knowledge, its usage, etc. have tended to see technology an 
intruder.

It is about time that we think about how the SIDS, which are several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and related sea-level rise, may use digital 
technologies to safeguard and popularize their ocean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iderable effort will be needed to ensure that 
knowledge-bearing communities retain the knowledge and ownership 
of the digitalized knowledge. Digital technologies must be used as a 
tool to advance ocean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used to fossiliz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digital or virtual world.

Nisha
Director

UNESCO Office in A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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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KEUM, Gi Hyung

Director-General, ICH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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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CAP upholds the value of intellectual exchange on living heritage 
for heritage practitioners, policy leaders, scholars, members of cultural 
institutions and traditional communities, NGO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On this occasion, a meeting designed for experts to be able 
to commune and know each other is quite significant for network 
building and exploration of works being done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ur history of collaborating with experts, we first 
had the chance to develop ties with them in 2018 at the 1st expert 
meeting in Seoul, Korea and this continued at the 2nd expert meeting 
held in Hoi An, Vietnam. Now, we have another opportunity to build 
a strong partnership and linkage with experts. At this point,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the UNESCO Office in Apia, 
particularly their Director, Ms. Nisha, as well as their staff members. 
This is an incredibly important opportunity for all of us to share our 
insights and take a more intimate look into the evolution of maritime 
living heritage in the region. 

This webinar series is as a part of the Expert Meeting for Building 
Network on Maritime ICH, which has been a crucial networking activity 
of ICHCAP since 2018. Although we cannot get together physical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is essential that we continue our efforts 
and bring in as much people as possible from different places all over 
the world. As a UNESCO Category 2 Centre that intends to strengthen 
networking and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around 
topics and issues on living heritage, we have had to resort to alternative 
operational strategies, shifti9ng planned face-to-face events into virtual 
activities in order to carry out our mission and along the way inspire 
communities, groups, individuals, and other organizations to continue 
their mandated tasks despite the isolation, great unrest, and limited 
mobility caused by the pandemic. This has been completely challenging 
to all of us and I can’t thank our experts enough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hear from them and know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and studies.  

In contemporary discourse, mariti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viewed by looking into human interactions with the sea and how this 
compels us to think about the social structures that have emerged 
through such interactions with a historical dimension and various 
cultural resources, practices, and symbolisms. As we traverse a world 
that is essentially constrained by an unpredictably changing clim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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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urbanization, maritime heritage safeguarding needs to be revisited 
time and time again in order for us not only to see the trends in thinking 
about it, but also in look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ethods and 
approaches that we could integrate into heritage work at the community 
and (inter-)regional levels. 

This year is especially significant as we are heading into the UN’s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ow is the 
time to go beyond simply studying heritage itself, into safeguarding 
efforts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y. For coastal communities, 
maritime heritage is life itself. Goal 14 of the UN SDGs i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oceans, seas, and maritime 
resources, with emphasis on how traditional knowledge from coastal 
communities may be used as a framework for sustainability. This is a 
huge task to do, but possible nonetheless if we work together. 

KEUM Gi Hyung
Director-General

ICH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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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Living Heritage and the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hena Lynn Trakadas

Co-Chair, Ocean Decade Heritag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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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30)

Of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of the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e in particular, SDG 14 Life 
Below Water, encompasses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1

To this end, UNESCO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laid the foundation for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30) (hereafter Decade), which is about 
to start its Implementation Phase. The broadest aim of the Decade is 
to build scientific capacity and generate knowledge that will directly 
inform solutions to the aims of a range of SDGs, including SDG 14. The 
initiative promotes a common framework for supporting stakeholders 
in studying and assessing the health of the world’s oceans. The Decade 
also provides the framework for building transformative partnerships in 
a multi-stakeholder context. By design, the Decade fully recognises that 
there needs to be a “paradigm shift” in how ocean science is obtained, 
and knowledge is generated.2

The Decade has been framed around moving from the “Ocean we have” 
to the “Ocean we want” by achieving the following Societal Outcomes 
by 2030 (six originally, with a seventh added in August 2020): 

1.  A clean ocean where sources of pollution are identified and 
reduced or removed.

2.  A healthy and resilient ocean where marine ecosystems 
are understood, protected, restored and managed.

3.  A productive ocean supporting sustainable food supply and 
a sustainable ocean economy.

4.  A predicted ocean where society understands and can 
respond to changing ocean conditions.

1. https://sdgs.un.org/goals/goal14

2.  IOC/UNESCO, Implementation Plan Summary (August 2020): p. 6 (available at: 
https://www.oceandecadeheritage.org/wp-content/uploads/2020/10/687-20-IOC-
Decade-Implementation-Plan-Summary-compressed_1597065320-1.pdf).

Keyno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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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safe ocean where life and livelihoods are protected from 
ocean-related hazards.

6.  An accessible ocean with open and equitable access to 
data, information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7.  An inspiring and engaging ocean  where society 
understands and values the ocean in relation to human 
wellbe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3

In def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CH highlights that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which i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4 ICH is 
also, importantly, noted as compatible with requirem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CH – and particularly that which is related to different 
bodies of water – encompasses maritime cultural heritage or maritime 
living heritage – the very subject of this meeting, “Maritime Living 
Heritage: Building Sustainable Livelihood and Ecosystems in the Asia-
Pacific Region.”5

The Decade, in arguing for a paradigm shift in how ocean science is 
obtained and knowledge is generated, therefore, present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focus on the ocean’s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intangible/indigenous/traditional culture. Maritime Living 
Heritage not only can inform and contribute to this knowledge base, but 
also assist in developing sol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IOC/UNESCO,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30)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July 2020) (available at: https://
www.oceandecadeheritage.org/wp-content/uploads/2020/09/Ocean-Decade-
Implementation-Plan-Version-2-0-compressed_1599176045.pdf).

4.  UNESCO,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CH, Article 2 §1 
(available at: https://ich.unesco.org/en/convention).

5.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sers of this meeting,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and the UNESCO Apia office, Director-
General KEUM and the Office of Cooperation and Networking at ICHCAP for their 
kind invitation to deliver this keynote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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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ean Decade Heritage Network

Cultural heritage has been increasingly 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the Decade. In the Call for Action “Our Ocean, Our Future”, 
launched at the first UN Ocean Conference in 2017, Member States 
recognised that the ocean “forms an important part of our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6 and a call was made for stakeholders to 
“develop comprehensive strateg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natur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ocean.”7 After this, the draft Roadmap 
for the Decade – published in June 2018 and meant as stimulation for 
discussion – states that “‘Ocean Science’ should be interpreted broadly 
as encompassing: social sciences and human dimensions.”8 What these 
broad statements could mean for cultural heritage had to be clarified 
during the Preparatory Phase of the Decade (2018-20) where planning 
meetings, stakeholder forums, and regional workshops were held. 

The Ocean Decade Heritage Network (ODHN)9 was formed at the first 
global planning meeting of the Decade, hos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Denmark in Copenhagen in May 2019. Eleven maritime cultural 
heritage specialists were in attendance, with the aims of ensuring that 
cultural heritage w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Decade whilst the 
Framework, Action, and the Implementation Plans were being drafted 
during the Preparatory Phase. 

ODHN has since developed into a global network that represents a key 
stakeholder group of the Decade: cultural heritage specialists – marine 
archaeologists, heritage managers, ethnographers, Ocean Literacy 
specialists – who work in marine, underwater, and coastal environments 
and with coastal communities. Its almost 200 global members come 
from the general public, governmental, intergovernmental, and 
academic institutions, as well as NGOs.  

6.  UN General Assembly, Our ocean, our future: call for action. A/71/L.74 (30 June, 
2017): Annex §3 (available at: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290893?ln=en).

7. Our ocean, our future: call for action: Annex §13.d.

8.  UNESCO, Revised Roadmap for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OC/EC-LI/2 (18 June, 2018): Annex 3, p. 5, §9 (available at: https://
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141). 

9. www.oceandecadeherita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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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HN’s purpose is two-fold: 

-  To raise awareness in the cultural heritage community about 
the Decade and coordinate a targeted global response from 
the community to improve the integration of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marine sciences during the Decade’s Preparatory 
(2018-20) and Implementation Phases (2021-30). 

-  To have the essential role of culture acknowledged in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our seas and oceans, 
noting in particular the relevance to the Ocean Decade of 
the UNESCO’s Thematic Indicators for Culture in the 2030 
Agenda.10

By becoming a partner of the Decade in May 2019, ODHN has been 
a key heritage stakeholder, able to provide feedback on working 
documents from meetings, and most importantly, the working drafts 
of the Implementation Plan, being presented for ratifica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autumn 2020. 

The resulting document from the Decade’s preparatory and stakeholder 
feedback process is the Implementation Plan 2.0 (July 2020), which 
highlights: “Ocean science is broad: it encompasses natural and social 
science disciplines,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11 There 
are further specific references to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in the Decade’s Implementation Plan 2.0 that are worth referring to 
particularly here, such as:

•  Stating that “Ocean Science recognises, respects, and 
embraces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12

•  Defining the transformation of Ocean Science that “embraces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as a key knowledge 
source”;13

10. https://whc.unesco.org/en/culture2030indicators

11.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i.

12.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1.

13.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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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orsing criteria for Decade Actions to “Collaborate with 
and engage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holders”;14

•  And in managing data: “The data sources will include … 
less-quantifiable insights, such as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15

Furthermore, coastlines are noted as especially significant, particularly 
in “currently data poor regions such as …. coastal areas where much of 
the human interaction with the ocean is concentrated.”16

3. Cultural Heritage and the Decade

One of the main points of discussion within ODHN has been to illustrate 
maritime cultural heritage’s contribution to informing the Decade’s 
seven Societal Outcomes. ODHN has proposed, with modifications: 

A clean ocean: Cultural heritage can contribute to a clean ocean 
by enabl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xtent and risks of legacy 
pollution from shipwrecks, mining waste, and land-based sources. A 
clean ocean is also important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MCH 
(UCH & ICH). 

A healthy and resilient ocean: Culture heritage i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how many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chieved their 
present form, and to understanding the pressures upon them. As such, 
cultural heritage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marine ecosystems.

A predicted ocean: Understanding “Ocean Past”—human interaction 
with the historic environment—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our ocean 
present and to forecasting change and its implications for human well-
being and livelihoods.

A safe ocean: Cultural heritage informs the understanding of coastal 
inhabitation and intervention in the past and present— including the 
impact of previous catastrophes—to identify risks, present examples of 
human adaptations, and to encourage resilience.

14.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17.

15.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19.

16.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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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stainably harvested and productive ocean: Cultural heritage is a 
major contributor to the Blue

Economy, especially through recreation and tourism: increasing 
productivity should enhance—not damage— irreplaceable cultural 
heritage.

A transparent and accessible ocean: Information about cultural 
heritage is also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humanity’s relationship with the seas and oceans.

An inspiring and engaging ocean: Information about cultural heritage 
is fascinating to the public and enables engagement with many topics of 
Ocean Literacy.17

4. Building Maritime Living Heritage Networks 

ODHN arose out of a basic question: How can maritime cultural 
heritage be safeguarded as a key to reach a sustainable future within the 
Decade’s framework? There are numerous ways in which to do this, and 
ODHN is not – and should not be – the only group of stakeholders that 
can propose viable solutions. Networks consist of building alliances 
and sharing information, as there is strength and momentum in working 
towards a shared goal. Indeed, building networks among coastal 
communities for safeguarding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key 
to reach a sustainable future, locally and globally. 

The Implementation Plan Summary of the Decad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networks in addressing the Decade’s challenges and 
ultimately helping meet the Societal Outcomes. These can be found 
in Stakeholder Engagement platforms, be they regional, sectoral or 
thematic: “Existing or new groups of ocean actors that work together to 
contribute to the Decade vision. Groups could convene on a geographic 
basis (e.g. at the regional level), for a specific theme (e.g. deep ocean,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or for a particular stakeholder group (e.g. 
NGOs or private sector).”18

17.  Modified from Trakadas, A., A. Firth, D. Gregory, D. Elkin, U. Guerin, J. Henderson, 
J. Kimura, D. Scott-Ireton, Y. Shashoua, C. Underwood & A. Viduka, The Ocean 
Decade Heritage Network: integrating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2021-2030. Journal of Maritime Archaeology 14.2 (2019): 153-165.

18. Implementation Plan Summary,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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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third objective of the present ICHCAP meeting is to “Establish 
a network of diverse stakeholders for the safeguarding of maritime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19 such a network – whether formal 
or informal – could be established and part of a stakeholder platform/
s and/or programme/s focused thematically across regions or more 
locally. Another option is joining or forming alliances with existing 
networks that have similar and sometimes overlapping interests and 
goals – some of which, for maritime cultural heritage, are listed on 
ODHN’s resources page.20

Ultimately, the Decade is a vital opportunity to improve focus on the 
ocean’s cultural heritage including intangible/indigenous/traditional 
culture that can be safeguarded in order to reach a sustainable future 
in the face of modernisation or climate change. Networks created by 
stakeholders focusing on Maritime Living Heritage ensure that cultural 
heritage can be acknowledged as a medium for engaging the public 
in addressing the sustainability of our coasts, seas, and oceans. These 
networks also allow for synergy, giving voice to how cultural heritage 
can inform the Decade’s “paradigm shift” of how ocean science is 
obtained, and knowledge is generated. 

Figure 1.  Beach seine net fishing, Amtar, Morocco (2007). Photo: © Athena 
Trakadas

19.  ICHCAP, Webinar Series on Maritime ICH; Maritime Living Heritage; Building 
Sustainable Livelihood and Ecosystems int eh Asia-Pacific Region (October 2020), p. 
2.

20. https://www.oceandecadeheritage.org/resourc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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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BOAT AND BOAT 
BUILDING: THE 
ART AND HEART 
OF MARINE 
LIVELIHOODS

Traditional coastal communities possess marine knowledge that enable 
them to live with and live on resources in different eco-niches like 
intertidal strands, mangroves, mudflats, beach forest, and coral reefs. 
Chao Lay (which means Sea People in Thai language) or former sea 
nomads of Thailand are indigenous groups who used to make temporary 
settlement on islands and along the coastal areas. The sub-groups 
of Moken, Moklen and Urak Lawoi, total of 43 villages in southern 
Thailand, have intangible marine heritage that facilitate their wise 
uses of marine and forest areas for centuries. The Chao Lay are said to 
have the great ability in, “reading the water to remember the wind, and 
reading the sky to remember the star” (Kuain 2008). At present, marine 
knowledge and skills remain significant in some communities.   

The case in point is Rawai beach community in Phuket Province in 
southern Thailand, where two sub-groups of Chao Lay, the Urak Lawoi 
and the Moken have chosen this area as a settlement hundreds of years 
ago; not only because of the shallow water near the beach and the 
nearby coral reefs, but also because it is a bay that is sheltered from the 
winds from two directions. So the place is very suitable for both living 
and for foraging and fishing with abundant land and marine resources. 
The knowledge of settlement site selection is very crucial, and most of 
the Chao Lay villages on the islands and shore are located in the bay 
or beach protected from the wind and storm. Fresh water can be easily 
found nearby in the form of spring, stream, or pond.

The Urak Lawoi’s Prahu and the Moken’s Kabang are traditional boats 
that signify the art and the heart of marine semi-nomadic livelihoods. 
Not only were they vehicles, but they were also homes that form a 
floating community in the old days. In fact, the Moken Kabang has 
been declared “Thailand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he 
Department of Cultural Promotion, Ministry of Culture, in 2018.  Such 
unique human- and wind-powered boats allow the Moken and the Urak 
Lawoi to access and to use resources in a sustainable manner. Both 
Prahu and Kabang were equipped with rectangular sails made with long 
pandanus leaves sewed together with rattan cord, and long oars were 
used.  

Traditional Prahu and Kabang do not have any synthetic parts and do 
not require chemical or antifouling paint. The maintenance is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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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n be done by boat owners themselves. Caulking materials are 
made from wood bark hammered and shredded into small pieces. After 
the caulking, then the natural resin from Dipterocarp tree is used to 
seal cracks. The boats then become lighter and more buoyant after each 
maintenance, and the owners pride him/herself of having such well-
maintained boats.  

The evolution of Moken’s Kabang may reflect the change in the 
technology and transform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ymbolism behind the building, and maintaining, and living/travelling 
on the Kabang (Ivanoff 2000). The Moken’s Kabang are quite special in 
that the gunwales were formerly made of zalacca woodstem (Zalacca 
wallichiana) secured by rattan cords fixed over monolog dugout. These 
stems are long and light, so they boat remain bouyant even when filled 
with water; therefore, kabang is “unsinkable”. If seawater should splash 
in or fill in the Kabang, then after quickly baling out water, the kabang 
will stay afloat again. Being in the Kabang, the Moken feel relatively 
secured due to the special features of the boat and due to their intimate 
knowledge of the sea and surrounding islands. During rainy and stormy 
season when marine travel is difficult then kabang can be hauled up 
onto the beach because zalacca wood become even lighter when dry. 
Although all kabang may look the same to outsiders’ eyes, each kabang 
has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in the Moken's eyes and they can identify 
whose kabang it is from afar (Hinshiranan 2001).

The “second generation” Kabang are those monolog dugout equipped 
with wooden planks instead of zallaca.  These planked Kabang become 
too heavy to equip with sail, so diesel motor replaced sail and oars. 
The “third generation” Kabang are those made entirely with wooden 
planks. The planks are much less durable compare to monolog dugout, 
but each plank is easier to be replaced when wood is deteriorated. 
When the Moken are owners and operators of this technology, they are 
relatively self-dependent and do not have rely on outside technology 
and helps where monetary cost is involved. Moreover, frequent travel 
and movement make the natural resources appropriation spread in wider 
areas and do not degrade the environment. Therefore, their life and 
living on boat tend to be more sustainable. It is documented that around 
1960s and 1970s, the Moken on Surin Islands, Phang-nga Province 
still travel to visit their friends and relatives on islands in the Mergui 
Archipelago, thus maintaining strong ties within thei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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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MARINE 
HUNTER-
GATHERERS 

Both groups of the Chao Lay in Rawai were hunter-gatherers, adept 
at finding food from the sea and seashore. The area in front of their 
beach is where they find shellfish such as clams, with both children 
and elders able to help look for clams using spoons to simply dig and 
search through the sand. When the tide recedes, the Chao Lay are 
able to go out further and look for crabs, oysters, and small octopus. 
Abundant small shellfish in the sand, rock oysters, small crabs, and sea 
cucumbers are fall-back resources during stormy period when going 
out to sea is difficult and dangerous. The women, the elders and the 
children still maintain the knowledge of finding these resources and this 
helps guarantee food security even for the poorest families and during 

Unfortunately, the art of making traditional boat is also gone from most 
Urak Lawoi communities in Thailand. There are a few elder Moken 
men on Surin Island communities who still remember how to choose 
suitable tree in the forest to make boat, and how to craft up Kabang –
Moken traditional boat, but since large trees are hard to find, they are 
mostly in the National Park, Reserved Forest, or private property, so 
the art and knowledge of boat building of these former sea nomads will 
all be gone soon. As for Rawai community, nowadays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Chao Lay both the Urak Lawoi and the Moken have 
disappeared. Those who still engage in hunting-gathering and fisheries 
have to use popular motorized Hua-thong boats that are rather more 
difficult to maneuver and costlier to maintain.

With the adoption of Hua-thong boats and the use of motor, Chao Lay 
travel much less for group visit and exchange due to the cost of diesel 
oil. Not only do they become more sedentary and less mobile, there is 
less socialization and sense of community dwindles from the cultural 
identity of groups of island to the identity of a particular island.  

Although the Urak Lawoi and Moken have adopted the use of Hua-
thong boats, some men still have the vivid memory of boat crafting 
and they can build model boats that scale down from the real ones 
with ease. The Urak Lawoi of Sireh Community in Phuket Province 
and the Moken of Surin Islands in Phang-nga Province have used 
this knowledge to produce beautiful model Prahu and Kabang boats 
(Arunotai 2008). However, these are exclusively sold in the Chao Lay 
community so the sales are still quit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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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DEVELOPMENT 
AND THE EFFECT 
ON MAR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decrease of fish stock and other marine resources, together with 
unpredictable weather and strict regulations in marine protected areas 
resulted in Chao Lay’s gradual loss of livelihood and traditional 
knowledge. Rapid tourism development in the concrete form of hotels 
and resorts, restaurants and commercial areas and recently pubs and 
bars is surrounding the Rawai community, so it is undeniable that 
tourism infrastructure and activities is becoming the fact of life for the 
people here. 

In Rawai community, Chao Lay used to have small fish stalls to earn 
some cash for their extra catch,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ourism, there are many seafood stalls, souvenir shops and restaurants 

the most difficult time. The community still retains the principle of 
sharing food especially in time of crisis. Therefore, the roles of marine 
knowledge and skills also affirm Chao Lay social connectivity and 
collectivity.    

Marine knowledge and skills are also reflected in place names in the Chao 
Lay language.  Around Rawai area and even around Phuket Island, there 
are many Chao Lay place names.  These names are representation of 
collective memories of landscape and seascape that further reaffirms the 
long history and close connection that the Chao Lay have with the area.   

Collective memories together with traditional beliefs help the Chao Lay 
to conserve particular area. In Rawai, there is a fresh water canal that 
provide fresh water source and the Chao Lay also use it to moor their 
boats during the stormy period. Several Chao Lay elder recalled that 
as children, they came to bathe in the canal, and others came to wash 
their clothes, beating each piece against the rocks or digging in the sand 
to make a natural wash basin. The sandy bank along the inner part of 
the canal was used as a place to bury infants who passed away, since 
Chao Lay believe in the spirits of the place, there is an unwritten rule of 
respecting and keeping the area peaceful and clean (Arunotai 2019). 

Chao Lay, both the Urak Lawoi and the Moken, have strong social and 
emotional ties to their community, that is why the sense of community 
and togetherness is very strong. They rarely move away, even those who 
marry outsiders usually bring their spouse in to live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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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lined the entrance of Rawai village. However, these are mostly 
owned by outsiders who make a fortune from seaside location and from 
the reputation of “sea people” village.  

Lesser number of Chao Lay remains fishers and gatherers. With marine 
resource degradation and several marine areas designated as national 
park or protected areas, their fishing and gathering grounds have shrunk. 
Those who still fish have to go further, longer, and taking riskier means 
at sea. Chao Lay’s sacred space and worshipping places have turned 
into commoditized land (Arunotai 2017).  

Despite their current plight and dire situation, the Rawai community 
has inspired others with the principle of sharing/giving during the most 
difficult time like during the semi-lockdown due to COVID-19. The 
extension of community food security into “Exchanging of Fish and 
Rice” between Karen indigenous mountain communities and Chao Lay 
communities also reflected how the often neglected knowledge and 
skills became the inspiration and hope for urban populations who rely 
on purchased food from convenient stores or modern trade stores, during 
which the semi-lockdown affected the distribution and sales of food.

In summary, the knowledge and skills of the Chao Lay are thus like the 
tides that are now ebbing, but may be revitalized if natural resources are 
recuperated and regenerated, and if market economy and conservation 
policies are adjusted for the benefit of tradition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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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PURPOSE OF
THE STUDY

Women in the Philippine fisheries are often labeled as “the Invisible 
Fisherfolk”. Their pre-harvesting contributions are multifaceted, 
involving bait gathering, net fixing, and meal preparation for their 
husband while post-harvesting activities include bringing the fish to 
the shore, sorting, and cleaning of the daily catch. Women are normally 
associated with household chores. They are rarely admitted as an 
essential factor in pursuing their livelihood in the coastal communities. 
In most cases, women’s participation in fishing communities is neither 
socially recognized nor economically compensated. The primary goal 
for the development of women in the fisheries is to empower them, 
make them productive and self-sufficient. In this way, they can have an 
equal status as partners in promoting the living conditions of their own 
families and communities. 

Empowerment is all about people taking control over their lives, setting 
their own agenda, gaining skills, building self-confidence, solving 
problems, and developing self-reliance. The study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empowering women fisherfolk to carry on with their role 
in enhancing food security. 

Social inclusion is an undertaking of enhancing the participation in 
society, specifically to those who are less advantaged, through building 
opportunities, chance to use resources, having means to be heard and 
the respect to everyone’s rights. Giving women a chance to be heard in 
the coastal communities and considering their welfare in policy making 
and project formulations will help them surpass all the challenges that 
come their way and will promote their inclusion in the fishing industr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cribe the overall portrait of the women 
fisherfolk based on their profile, characters, experiences, activities and 
values. The study also explores different challenges in strengthening 
women empowerment that affect social inclusion in the coas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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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DESIGN

METHODOLOGY

THE STUDY SITE

This research is an ethnographic study of women fisherfolk as they go 
through their activities and their lives in the fisheries. It is a qualitative 
design where values, behaviors, belief, language, and learned patterns 
are recounted and explicated.

Triangulation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one-on-one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 are employed as ethnographic methods in 
the study. Participant observation is utilized to observe their fishing-
related activities,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s, and their 
community as a whole.  Face-to-face interviews involved thirty-
three (33) women fisherfolk, who are 18 years old and above, actively 
engaged in fishing-related activities for not less than 3 years, and 
has been living in one of the coastal communities for not less than 5 
years. Focus group discussion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8 women 
fisherfolk chosen based on the scores of the empowerment evalu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in five (5) coastal Barangays in the City of 
Malolos, Bulacan namely Babatnin, Caliligawan, Masile, Namayan, and 
Pamarawan, respectively.

Figure 1.  The Map of the City of Malolos including the five Coastal Barangays 
Source: City Google Map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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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OF 
THE EXPERIENCES 
OF WOMEN 
FISHERFOLK: 
THEIR 
CHARACTERS, 
ACTIVITIES, 
BELIEFS, 
AND VALUES 

Caregivers
1.  Namamalaisdaan/Aquaculture Worker. They work as caretakers/

operators of palaisdaan (fishponds) owned or tenanted by landlords. 
They are normally called as bantay who are in charge of setting, 
feeding monitoring, and guarding the ponds in 3-4 cycles a year. They 
are also in charge of pond preparations like in cleaning, draining, 
drying, and filling of water. They take part in simple bookkeeping 
and in providing cooked food during long hours of harvesting.

Risk-Takers
1.  Naggugulaman/Seaweeds Gatherers. They provide a jelly-like 

substance extracted from red algae locally known as gulaman-dagat, 
a cooking substitute for gelatin, a clarifying agent for soda drinks, and 
an agent mix for making pails. The risk taking activity starts at around 
5 in the morning as they paddle their way to the sea using a canoe-type 
of boat, then would carefully gather the seaweeds by scooping them 
inside the boat using their bare hands or bamboo sticks. Collected 
seaweeds will be hanged in clotheslines for faster drying. Then, it will 
be brought to the local market or to the plastic traders at Php 25/kilo. 
They usually collect 10–20 kilos for the span of 15 days. The most 
difficult part is the fact they cannot afford to buy their own banca that 
they have to pay a rent of Php 30 per day in order for them to proceed 
with their day’s work.

2.  Mananalaba/Oyster Picker. Women engaged in talaba [oysters] 
picking begin their work at 12 noon. They would paddle their way 
to the stakes for about 30 minutes, usually all alone by themselves. 
When they arrive at the area, they will submerge to a waist-high 
water after leaving their boats at a secured place. Carrying with them 
a hammer, a personally crafted belt bag, and a screwdriver, they will 
proceed to collect their day’s produce. After gathering, they will 
return to their homes to clean and shuck the talaba. The danger of the 
mananalaba includes the threat of drowning during the times when 
the waters are very high.

3.  Namamaklad/Actual Fisherfolk. Namamaklad is when women go 
out regularly on bancas, taking the risk with their husbands to fish. 
This activity starts as early as 10 in the evening. They would sail 
to the open sea towards their fish corrals, exposing themselv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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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ble weather conditions with only the stars and the moon as their 
working companions. The strong winds that cause the rough seas 
during the habagat season make fishing a life-threatening activity. 
The namamaklad is supposed to have a strong body and patience in 
order to withstand the tedious requirement of sorting the catch for 
the night. There are no restrictions for their activity since they still 
practice even during the 8th month of their pregnancy and would 
usually resume on the 4th month after giving birth. It is not unusual 
to see them tagging along their newborn just to give them the needed 
care and sustenance. 

Influencers
1.  Bakulera/Fish Wholesalers. Bakulera is a term used to call a female 

fish trader who independently positions herself at the forefront of the 
fish trading business. The bakulera is often considered as a “big time” 
trader in the island, who has the capacity to earn as much as Php 
10,000–20,000 worth of gross income as the trading day closes. The 
bakulera’s day starts at 3:00 am by heading towards the main ports 
to check the availability of possible trading goods. Their bancas are 
loaded with banyeras, pails of distinct color, and emblem exclusive 
to them. They are responsible for negotiating the prices of their catch 
to the consignacion or the “big time” middlemen. They influence the 
prices of fish commodities since they take hold of the biggest supply 
of sea products that will be distributed in different market places 
through numerous fish vendors.

Strategist
1.  Tindera/Fish Vendors. The tindera is a peddler, who sells fish either 

in their own community or in far barangays. Their activity starts at 
around 3 a.m., waiting normally in the ports for the motorboats to 
arrive. With their pails and bamboo or plastic baskets, they would 
try to secure their daily share ranging from about 5 to 20 kilos. They 
would, then, hurriedly go aboard the banca to proceed to the town or 
barangay main roads. As they arrive at their designated areas, they 
would get their pedicab (a bicycle with an attached side carriage), 
arrange all their fishes, and start their regular route of about 7 km 
long. They would usually scream their common chant to inform their 
suki that they are already in their area.  They make use of cell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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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their buyers to place orders ahead of time, informing 
them of the available products. They provide special services such as 
cleaning the fishes and errands of bringing vegetables for them. 

Preservers
1.  Mag-aasin/Salt Makers. Salt farming is making a living through 

the solar salt production. The task of the salt makers starts from the 
preparation of the salt beds, condenser pans, brine pump set-up, 
and brine water passage. They would, then, proceed with actual salt 
making process and finally harvesting. They have to wait for the sun-
heated hours of the day to harvest. 

2.  Magbabagoong/Shrimp Paste Maker. Bagoong (shrimp paste) is 
a common ingredient in most foods, which is made from alamang 
(fermented krill). The magbabagoong starts with pamamakyaw 
(wholesale buying) of the krill at 4 to 5 am. Small-timers buy 5 pails 
or 7 kilos of krill. Then, they would proceed to their houses to wash 
the krill and put 7 kilos of salt per pail to ferment them for 1 week 
inside a big tapayan (big old clay jar). They are responsible enough 
to make sure that their hands are clean as they mix the solution using 
their bare hands, avoiding spoilage of the fermented krill.

3.  Magtutuyo/Salted Fish Maker. Since fish is highly perishable, they 
are offered on its processed state for a prolonged shelf life through 
smoking or sun-drying. The processing of fishes is ideal to coastal 
areas that are not equipped with refrigeration facilities or cold storage 
that could maintain the freshness of the daily catch. It is believed 
that processing can also improve the flavor of the fish. The absence 
of kilns in most of the houses and the unavailability of wood as fuel 
make smoking less favorable among women fisherfolk. 

CHALLENGES IN 
STRENGTHENING 
WOMEN 
EMPOWERMENT 

1.  Hazards Due to Weather. Global warming results in an increased 
change in the weather systems in the country, producing more 
powerful typhoons and extreme warming of the ocean waters that 
result in death of coral reefs and migration of fishes to cooler waters. 
The southwest monsoon is quite shortened from 8 months to at least 
4 months. This affects fisherfolk’s potential income aside from the 
thought of their dependency for their daily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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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llution Problems. These transitions caused by urbanization 
contribute to the degradation of aquatic resources. Damages related to 
this manifest in coastal or maritime resources-dependent communities 
such as inexplicable fish kills, fish reproduction problems, reduction 
of catch, and abnormalities found in fish species. 

3.  Financial Availability. Cash income from fishing activities are 
distributed in various expenditures such as food, children’s 
allowances, and other miscellaneous goods that are maintained on a 
daily basis. Women fisherfolk often sacrifice the capital intended for 
their fishing activities, inhibiting them to continue in fish trade and 
related ventures.

4.  Product Preservation. Fish being a highly perishable product needs to 
be well-handled and preserved. Immediate processing is required in 
order to prolong the shelf life of the fishes if they are not immediately 
delivered to the market place. The inability to provide facilities such 
as cold storage and ice production equipment makes it more difficult 
for women fisherfolk compete against traders from the mainland. 

CONCLUSION The study eliminates the notion that women are just minimally 
involved in the fishing industry. It provides a substantial evidentiary 
narrative that women have a variety of roles in the coastal environment, 
particularly as salt makers, salted fish makers, fish wholesalers, shrimp 
paste makers, fish vendors, actual fisherfolk, seaweed gatherers, oyster 
pickers, and aquaculture workers. This is over and beyond their primary 
role as mothers, wives, and daughters to their aging parents.

Despite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assuring food security for their 
families and the community, the women fisherfolk are still denied of 
proper recognition in the policies drafted for the fishing communities. 
Those who are sincere in promoting their well-being should be serious 
in revising and adapting policies that can address the challenges that 
they have to overcome. 

Women were observed to be enjoying in groups, though devoid of 
encouragement nor guidance to form organizations that can allow them 
to communicate and discuss pertinent issues and problems that could 
later on can be beneficial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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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The Ripple Effect Model
The model postulates that improved policies regarding women 
fisherfolk can accelerate the process of social inclusion of women 
fisherfolk in the coastal environment. A single drop of change in the 
lives of women fisherfolk can allow them to make a difference in the 
coastal communities which can inspire others to strive and be proud of 
their chosen livelihood. Being empowered could motivate and facilitate 
others to thrive vigorously improving their potentials and serve as 
enablers to other women fisherfolk.  

In building sustainable fishing communities, the fishery stakeholders 
should accept women fisherfolk as ideal partners and collaborators in 
spawning initiatives for the formation of better fisher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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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region where no road is found on the ground, where only water 
can be found; the trip is not traveled on carts but by boat, and the boat 
is not rowed by hand but with leg; and the house is not built on land but 
on water." This anecdote refers to the Inle Lake. 

Figure 1. Livelihood of Intha by Kyaw Kyaw Win (STY)

The Inle Lake is the second largest freshwater shallows in Myanmar, 
located on the western edge of the Shan Plateau of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The estimated surface area is 44.9 square miles and 
the highest elevation is 2900 feet (880m). Inle Lake is a major tourist 
destination in Myanmar, attracting tourists by the picturesque beauty 
of the lake surrounded by mountains, houses standing on poles in the 
lake, beautiful floating gardens, and the cultural practices of the Intha 
fishermen. The main ethnic people of Inle Lake are Inthan while Pa Oh, 
Taungyo, Kayan, and Shan people also add to its diversity. 

The people who live in Inle Lake are called Intha (people of lake). They 
live on the shore and on the lake, making a living by fishing, engaging 
in handicraft activities, cultivating on floating gardens as well as on 
the delta of the lake. For transportation, the Intha people use wooden 
boats; for long trip they use long tail boats with engines, carrying local 
passengers and goods. Small boats are used for their daily activities.

The main economy of Inle depends on cultivation and fishing. The 
unique style of the Intha people is rowing the boat with one leg by 
standing. They paddle this way because reeds and water plants are many 
in the lake, and if they row sitting down on the boat they could not see 
reeds and water plants. There is no gender for this rowing style, from an 
early age; people are trained to paddle with their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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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ING GARDEN 
AS A TRADITIONAL 
MARITIME 
PRACTICE

The Floating Gardens are attraction, natural beauty and significant 
lifestyle of Inle Lake. "Fisherman for six months and farmer for six 
months" are saying for the Intha people's livelihood. In a year, the Inthas 
cultivate gardens for six months and next six months are for fishery. 
The floating agriculture is the main livelihood of the Inthas and locally 
called "ye-chan" which is a remarkable cultivation method found in 
Inle Lake. The floating Island (Kyawn Myaw) has two types as Natural 
Island and Man- made island. Natural floating islands are floating islets, 
formed over time by water hyacinth, reed and flotsam with silt, sand, 
and mud. The thickness of the natural island ranges from 100 to 120 
cm. These are saw as they want and towed with boats and staked to the 

Figure 2. Inle village by Kyaw Kyaw Win (Swealtawyate)

Figure 3. Rowing with one leg by Kyaw Kyaw Win (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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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bed by bamboo poles on which they can freely slide up and down 
with the water-level fluctuation. Nowadays, natural floating islands are 
prohibited by the government in pursuit of sustainable environment. 
Hence, man-made floating islands are being used.  

Figure 4.  Floating gardens by L Zin Ko 
(Inlay)

Figure 5.  Fertilizing for gardens by L 
Zin Ko (Inlay)

Manmade floating islands are made with the grass from the garden, 
reed, water hyacinths, and old soil removed from the surface of floating 
island and placed in calm water by systematic line-up and repair 
for 3 years. These islands are thinner than natural island and mostly 
cultivated in low-water villages. The lifespan of a floating islands is 
only about 5 years, and are covered with mud scooped out from the 
lakebed, a layer of lake-weeds, and more silt for repair and stored for 
about a year, they can be replanted. Formerly, the farmers saw islands 
from the shore of Lake and prepared for cultivation themselves, but now 
they buy the already-prepared island. The floating agriculture is started 
around the month of July to November. Tomatoes are the main crop on 
the island. Other crops are 
beans, cucumbers, gourds as 
well as flowers sold to ornate 
domestic  al tars .  For  the 
cultivation the Intha people 
use only boats throughout 
the season of cultivation. 
The cultivated crops are 
sold directly at the five-day 
markets, and to brokers at 
Nyaung Shwe, Taunggyi, and 
Aung Pan Town.

Figure 6.  Brokers are buying at the garden 
by L Zin Ko (In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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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FISHING IN 
INLE LAKE

In Inle, the second major livelihood of the Intha people is fishing. 
Fishing skills with using only one leg of the fisherman a symbol of Inle 
Lake. The fisherman balances himself on one leg at one end of the small 
wooden boat and the other leg is wrapped around the oar while rowing 
the boat. While they row the boat, they can do with their hand trawling, 
forking, and fishing. 

Figure 7.  Fishing styles of Inle Lake, photo by Ko Thu Ra (fisherman)

Inle fishermen used a variety of fishing methods. There are four main 
types of gear: set gillnet (Htaungpyite), hook and line (Nga Myar Tan), 
bamboo conical net (Saung), and fish trap (Myone). The famous and 
attractive traditional style is fishing with a big bamboo conical net 
(Saung), which is an icon of the Intha fishermen. Recently, there’s been 
a decline in the use of Saung in practice because its catch is low and 
the local fishes (craps) are decreasing for catch with this gear and for 
demonstrate and intend to take the pictures for tourists. In daily life, 
fishermen common use the 
set gill net and hook and 
line. When they use net, 
they choose the water area 
and place net. This actually 
frightens the fish by hitting 
on the face of water with 
long bamboos or their oars. 
Fishes get scared and run into 
the net. 

The main fish species currently caught by gill net are tilapia, 
featherbacks (ngape, Notopterus spp.), and snakehead (ngayant, Channa 
spp.). The local species (type of carps) that are unique to the lake such 
as Inle carp (ngaphaine, Cyprinus intha) are caught by bamboo conical. 
The most famous species of Inle have recently been declared as rare.

Figure 8.  Traditional fishing bamboo conical 
net by Yin Yin Myo (D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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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ishes from Inle Lake

According to the mythical ancestry, the whole community is the son 
of the lake. Therefore, there is no control and no restraint to use on the 
resources of Lake. For instance, any fisherman can cast his net in any 
village, in any place of the lake. They don't demarcate the territory for 
fishing other than in the villages. Most of the Intha people are fishermen 
as well as agriculturalists. For instance, they go fishing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agricultural work. 

After keep to consume the fishes at home, most are sold either within 
the village, buyers who buy fish on the boat or on the five nearby 
market days or Nyaung Shwe and Taunggyi through brokers. Generally 
fishing season is from May to November. Traditionally, the fishermen 
do not fish in the great day of religious, Sabbath days and market days. 
As the fishing and marketing system, Intha fishermen are not really 
“commercial fishermen” but income sufficient is only for subsistence.

Figure 10. Selling fishes in Market by Sai Lone (T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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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ICRAFTS 
AND LOTUS 
WEAVING SKILLS 
ON THE LAKE

The maritime skills found at the Inle Lake are not only floating garden 
and fishing, but the traditional handicrafts are also livelihoods of the 
Intha people. The knowledge of black smith, silver smith, building 
boat, rolling tobacco, and weaving are traditionally transmiss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Lotus weaving is an exquisite handicraft and one more symbol of the 
Inle Lake. The origin of lotus weaving is only for offering to Buddha 
and monks. Nowadays, lotus textile is woven as splendor product and 
precious brands. Most of the lotus weavers are women and as can do 
household. The process of extracting lotus fibers is that two inches of 
lotus stems are cut with knife and the fibers are extracted and rolled to 
form the long and fine threads, and then it is immersed into the water to 
moisturize. The original color of lotus thread is creamy and dyed with 
the natural dying such as tree barks, seeds, flower petals and fruit and 
so on. After the extraction process, dying with natural dye and weaving 
on handloom are carried out. Though the pure lotus textile is expensive, 
silk mixed with lotus textiles are quite reasonable price. Lotus weaving 
workshops are attraction for tourists and local visitors. 

Figure 11.  Sacred lotus for weaving 
workshops

Figure 12.  Extracting Lotus fabrics at 
Ko Than Hlaing Weaving 

Figure 13.  Weaving lotus textile at In Pow Khon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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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PRACTICES OF 
INLE LAKE

Most of the people of the Inle Lake are Buddhists and the festive events 
are related with Buddhism. The Phaung Daw Oo pagoda festival is 
famous among Myanmar Festivals. Four Buddha images are placed 
on the Royal Karaweik barge which is towed with long boats manned 
by up to a hundred leg rowers. The Royal barge stops at 21 villages 
around the Inle lake and the images stay in the main monastery of these 
villages for one night. The traditional long boat races are the highlight 
of festival, the rowers standing and rowing with one leg. One of the 
biggest days of the festival is the day that the Buddha images arrive at 
Nyaung Shwe where many pilgrims from the whole country gather to 
celebrate and pay homage. This festival is concerned with other cultural 
practices of the Inle Lake. 

Figure 14. Phaung Daw Oo festival by Kyaw Kyaw Win (STY)

Figure 15.  Towing the pagodas barge by hundreds of boat men by Pha Phu 
Sar (In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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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Villagers pay homage to Phaung Daw Oo pagoda during festival by 
Kyaw Kyaw Win (STY) 

Figure 17.  Racing boats during festival by Pha Phu Sar (Inlay)

COMMUNITY, 
LOCAL ECONOMY, 
AND SOCIAL 
COHESION 

The Intha people live according to a balance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modernization, managing to create surviving 
cultural practices from generation to another based on skills in various 
workplaces. Their culture as they call their own is truly remarkable. The 
economy of the Intha ethnic group depends on floating gardens or farm 
on the land nearby, livestock breeding, and fishing. The mai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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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le is tomato production and communities depend on agricultural 
farming. Fishing is just for daily subsistence. Because of biodiversity 
and cultural heritages, the Inle Lake is the target of tourists, which 
supports to the local economy. For the local commercial, the lake-
dwellers close links with hill tribes such as Pa Oh, Taungyo and Danu 
and relate by five-day market cycle around the lake. As five-day markets 
and floating markets are the major center for exchanging products, 
important exchange poles and ethnic groups can meet and trade around 
the Lake. 

Figure 18.  Senses of Marketing the products from Inle Lake (at Taunggyi) 

Figure 19.  Floating Market by Pha Phu Sar (Inlay)

These networks have been completed by a strong social coherence that 
all the ethnic groups are Theravada Buddhism and organized by the 
Phaung Daw Oo Pagoda Festival.  This festival is held for one month 
and takes place in around October. This process is a key factor in the 
regional unity and social cohesion by involving all the villages,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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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S AND 
EMERGENCIES: 
A LOOK AT THE 
COMMUN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 Inle Lake is a famous place for tourists and local visitors, the local 
communities have many chances for occupation and income depends on 
the tourism.  Howeve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iod, tourism 
is declined, and the businesses that relied on tourism are failed. The 
crops and tomatoes are selling at a lower price because of lockdown, 
registering heavy losses to the economy. When the cultivation business 
is not enough for daily life, fishing is support for daily income. Fishing 
is not affected during the COVID-19 period, but income was low due 
to low fish trade. Five-day markets are also prohibited because of 
pandemic and cannot be traded between tribes regularly. Even though 
facing with these difficulties, the Inthar people straggle for daily life by 
fishing and selling their farm products and handicrafts at Nyaung Shwe 
and Taunggyi Market. Nonetheless, the ethnic groups in the Inle region 
are challenging the pandemic and trying to survive by practicing their 
traditions and customs. 

Figure 20.  The situation of Market in the covid- 19 period by Sai Lone (TGI)

and hills tribes’ population, and all the ethnic groups and rules the inter-
ethnic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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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n conclusion, traditional maritime skills of Inle Lake are activated 
not only with Intha community but with the other ethnic groups. The 
knowledge of traditions is transmitted as activities of daily life. In Inle 
traditional practices, there are gender identities i.e fishing is the work 
for men and weaving is for women. In the religious practices, only men 
can tow the Phaung Daw Oo barge. Even they have gender perspective, 
Intha persist with the balance of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Because 
of diverse cultures and rich natural resources, Inle Lake has many 
economic activities which are accompanied with tradition, culture 
and customs. The Intha people adapt to their environment for their 
living while trying to hand over the traditional customs to the next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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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ING MARITIME 
CULTURAL VALUES AND PROMOTING 
COMMUNITY COHESION:
FROM THE VIEWPOINT OF CAU NGU 
(WHALE WORSHIP) FESTIVAL 
IN THANH HOA PROVINCE

Thao Phuong Le

Vietnam Museum of Ethnology,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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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AU NGU 
FESTIVAL IN 
THANH HOA 
PROVINC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without borders but it has owner 
and sovereignty because the heritage is associated with people, their 
residence, and practice (Le Thi Minh Ly 2020). Hence, Émile Durkheim 
(1912), a French social anthropologist, in his famous book of the 
Australian tribal religious life, convincingly argued that the study of 
festive events was an essential element to understand people’s social 
life. He was probably the first scholar to conceptualize festivals as 
central social events in the life of “primitive societies”. Cau ngu festival 
recreates the traditional cultural space of a coastal fishing village, 
customs as well as traditional rituals, games and knowledge of the 
fishermen. In addition, the festival expresses people’s aspiration of an 
age-old philosophy of living in harmony with the sea, maritime spiritual 
beliefs and cultural nuances to be preserved and promoted in our life.

Festive event is recognized as a transcultural phenomenon to represent 
the central cultural experience of a community, showing the identity and 
social life of the festival. This is especially true where festive events 
have characteristics of “total social fact”, a definition given by Marcel 
Mauss, one of the most important Durkheim’s successors. Subsequently, 
many scholars with different professional knowledge have explored 
or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festivals in the study of social 
structures, collective life and political order (Alessandro Testa 2014, 47; 
2019, 6). Festival is a cultural activity with a complex system, a total 
folk cultural phenomenon that embraces almost all different aspects of 
human social life: religious activities, rituals, customs, communication 
and social cohesion, folk performance activities (singing, dancing, 
games, theater...), competitions, entertainment, and culinary activities. 

Cau ngu festival is a typical cultural product of the coastal communities 
in the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including Ngu Loc Commun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stivals of fishing communities with 
many different names depending on localities and regions, a form of 
community’s religious - cultural activity. Fishermen share the same 
concept that the whale is a sacred creature in the sea, a savior to 
fishermen and seafarers. The fishermen’s life is associated with the sea; 
therefore, they believe that the safety and good fortune of every voyage 
is determined by the whale and sea gods. This festival is an opportunity 
for the community to reconnect their solidarity and express their respect 
to the whale, pray for protection and good crops. At the same tim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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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nce to make offerings to the wandering souls who died at the sea.

Through the history, concepts, orders and rituals of the festival, we can 
understand to some extent the cultural identity, social life and beliefs 
of the local marine fishing community. The cau ngu festival is also a 
historical data source, the material and spiritual evidence of the sea and 
islands sovereignty and the experiences living with the sea of different 
Vietnamese generations in the past,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The 
festival demonstrates the local community identity and reflects the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over generations. It can be 
restored and voluntarily preserved by the community for a long time. 
For this reason, this festival was recognized by the Vietnames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whale temple and the cau ngu festival are the clearest manifestations 
of fishermen’s devotion to the sacred whale. The festival in Ngu Loc has 
been performed since the village establishment in the Later Le Dynasty 
(1428-1789). It derived from a ritual to pray for safe fishing trips and 
good crops of the fishermen community who living mainly on fishing. 
That is the reason why the local people keep annually organizing this 
festive event in the second month of the lunar calendar.

INSIDE 
THE FESTIVAL: 
MARITIME 
CULTURAL 
VALUES AND 
COMMUNITY 
COHESION

Representing 
Spiritual Belief 
of the Fishing 
Inhabitants

Festival has been defined by Falassi (1987, 2), from the point of view 
of classical cultural anthropology, as a period of sacred or secular 
celebration. It honors community values, the identity and continuity. 
The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 cultural practices, customs, rituals, 
beliefs, religions, proverbs, and songs... These activities have been 
enriched in the process of cultural exchange and acculturation and the 
festival in Ngu Loc has been preserved and maintained by generations 
until now. It shows the cultural diversity imbued with the creativity of 
different fishermen generations in this area.

Festivals are milestones that mark the beginning or end of a production 
cycle, or reflect several characteristics and events of the social life 
of each community. Therefore, when those milestones have not 
been implemented, it is conceived that the production and lif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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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ituting 
Traditional 
Cultural Space 
of A Coastal 
Fishing Village

The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culture of a certain region have been 
always influenced by geographical location or resident terrain. This is 
especially true in Ngu Loc. Throughout centuries of establishment and 
existence, despite of many natural risks and disasters from the sea, the 
fishing community has always relied and connected to the sea to earn 
their living. From the sea, they have gradually created a living and 
cultural space reflected through festivals, beliefs, customs, performing 
arts, and architecture of temples and shrines. 

Cau ngu is the largest and the most typical festival in the coastal area 
of Thanh Hoa Province. It is a source of historical data, a real evidence 
of the sea sovereignty, and experience towards the sea of different 
Vietnamese generations. The special feature is the votive dragon-boat 
- the most important symbol and offering of the festival that shows the 
difference of a fishing community. In the past, there was a troubled 

community cannot be started favorably. Whale cult is a worshiping 
form of sacred creature, natural god, and guardian god for seafarers. 
Whale worship is a combination of a religious belief system that relate 
to the worship of ancestors, wandering spirits, and animism (Sandra 
Lantz 2009). 

To some extent, all types of cultural performance including rituals and 
festivals are the explanations of life. In the cau ngu festival, in addition 
to the festival flags, palanquins, and procession costumes, the visual 
art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fishing community have been 
shown in the major offering object. It is a big sacred votive dragon-boat 
used during the festival, simulating function and power of the sea gods. 
People put their offerings and wishes for a peaceful and prosperous life 
in this votive boat.

The organization of this festival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spiritual aspect, expressing the uniqueness of Ngu Loc fishermen’s 
cultural and religious life. It is not just a fishermen’s occupational 
festival but a sacred time in their heart and mind. On this occasion, all 
of the fishermen do not go fishing and local people who live in other 
provinces return home. The festival is also considered a time to create 
a balance in spiritual life for the fishermen community in particular and 
for the local residents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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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n Ngu Loc when the local people were sick, prestigious elderly 
told villagers to make votive dragon-boats to process the gods around 
the village to pray for peace and relieve bad luck. People believed and 
followed the advice, since then their life was stable. That was the reason 
of the votive dragon-boat appearance, a symbol of the fishery. After 
completing the votive boat, people choose a good time to point the eyes 
of the boat before starting the procession rituals. They think that the 
boat needs eyes to be able to see road on the sea like the human and 
to increase the sacredness. After this ceremony, the boat is considered 
to have a soul. In the festival,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e sacrifice 
at the main altar and at the boat place. The sacrifices to sea gods ar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raditional rituals. The rite related to the 
votive boat is ordinarily reserved for fishermen. After the ceremony, the 
big votive boat is burned at the beach.

In addition to rites and ceremonies, the festival includes maritime 
cultural activities and competitions that attract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They are not only entertainment activities of the 
community, but also time to preserve traditional and folk arts and 
performances.

Showing 
Community 
Power and 
Cohesion

Festivals are connected closely to a certain community or area; therefore, 
festivals of each region often have their regional nuances. This proves 
that the festival is closely linked to the local community life to meet 
their spiritual and cultural needs in terms of festival content and style 
shown in sacrifice oration, offerings, costumes, palanquin and flag styles. 
This is also one of the privileged points to penetrate other socio-cultural 
universes (Don Handelman 1990, 9). Hence, through the festival, we can 
se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ohesion, solidarity spirit, mutual 
assistance in life and production of people living on the sea.

Cau ngu festival is respected and preserved by the community as it has 
many positive meanings. It is an opportunity to show the community’s 
strength and the glue holding community cohesion. The fishermen 
community in Ngu Loc is united due to sharing a same living area and a 
natural resource and marine economic benefits. They are also influenced 
by nature and the sea, and identify with each other in the creative 
activities and cultural sharing... The cau ngu festival is an important 
environment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the communit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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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ing Over 
Traditional 
Maritime 
Experience and 
Knowledge

A festival just appears, exists and develops when it becomes a voluntary 
demand of a community. It is also a need to create and enjoy material 
and spiritual cultural values of the local inhabitants, and a form of 
education and transfer traditional ethical values to the next generations 
in a particular way of combining spiritual elements with competitive and 
entertaining games.

Previously, the dragon-boat was small and simple. Then it has made 
bigger with a more splendid appearance. People use bamboo to create 
the boat frame with an outside bamboo mat layer, then cover this layer 
with cardboard. Talented and virtuous artisans selected in the village are 
divided into many groups. The group leader is experienced in managing 
and arranging other people to work. There is a group specializing in 
making the main frame and bow of the boat; other groups are involved 
in making spongy statues, making dragon head and rowers. Spongy 
statues placed on the dragon-boat represent characteristics of the fishing 
community: a general (responsible for informing and controlling the boat 
direction in the sea), a captain, three men in charge of asking for sunlight, 
rain and shadow, and ten rowers in each side.

The cultural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through generations have been 
also promoted through the organization of cau ngu festival. The festival is 
a space to preserve and transfer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making 
the dragon-boat offering, taboos when making it, traditional songs and 

The environment of traditional festival is basically villages. Festival 
is a favorable environment in which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are 
preserved and developed. Those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are the 
quintessence drawn and perfected in the community’s development. 
Through the implementing process, in the depths of the socio-cultural 
life, people can draw lessons that cannot be observed and explained in 
our daily life (Victor Turner 1982, 13). Therefore, traditional festivals 
are often full of strong vitality and maintained up to present. Many 
festivals after a period of interruption have been recovered and renewed 
by the local community through ancient documents, or from the 
memories of the village elders. This is not only a way of honoring th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of the community and typical cultural features 
of each village, but also representing the community solidarity and the 
love of their homeland and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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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rituals, and gam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very year, 
twelve skillful young and old men have been selected to work in 20 days 
to make the votive boat. During that process, old men instruct and train 
the young people; and it is a way of preserving the community culture.

Attracting 
Crowds of 
Tourists

CONCLUSION

Facing many upheavals, the cau ngu festival has been uninterrupted and 
implemented annually by the community. In the past, only old men went 
to worship at the main altar and the ritual was small in scale. Now it is 
bigger and more crowded with visitors from different provinces and areas.

Cau ngu festival consists of two parts: ceremony and festivity, in which 
the ceremony plays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role. The 
ceremony comprises of prayer for safety at sea and offering sacrifice. The 
festivity including folk games such as cock fighting and cultural activities 
characterizing a fishing life such as squid fishing, drag nets... The festive 
part includes plain verses, drum and dance performance. Previously, there 
was also a boat race in the festival. There is a viewpoint that in the past, 
the boat race was not solely a competition but also a ritual towards the 
Water God. Recently, the boat race was separated into a periodic festival, 
which is also a typical festival of the fishing residents in Ngu Loc.

After the ceremony performance, local people and tourists in turn come to 
worship at the main altar. At the end of the ceremony, the votive dragon-
boat is carried by thousands of people to the beach and burn with the 
meaning of sending wishes to the sea. Previously, this festival was only 
for fishermen; however, at present, it becomes a festival of lots of people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localities.

Vietnamese villages have been considered cradles of the form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ly traditional culture; and festival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that cultural cradle. This is even more 
meaningful in the context of current industrialized, modernized and 
globalized society when the mission of preserving and promoting nation’s 
traditional culture become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recognition of 
cau ngu festival in Ngu Loc as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traditional 
cultural values in the contempora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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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 ngu festival is not merely a festival but a window to look into the 
society and its structure. The festival is filled with various traditional 
conceptions and knowledge. Major features of the festival are the 
sacredness (associated with the worship of whale and sea gods), the 
complexity (including many different aspects of life such as religious 
activities, rituals, customs, community cohesion, folk performance, 
competition, traditional games, and cuisine), and community spirit 
(community of villagers and community of fishermen and seafood 
processi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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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WOMEN ACROSS 
THE BAY OF BENGAL REGION 
(INDIA, SRI LANKA, AND BANGLADESH) 
AND THE EXTENSION OF THEIR 
PROFESSION IN ICH- UNDERSTANDING 
THE CONTRIBUTIONS OF A VITAL PART 
OF COMMUNITY AND THEIR SYMBOLISMS 
OF SUSTAINABILITY, SURVIVAL, 
AND CONTINUITY

Lopamudra Maitra Bajpai

Symbiosis International University,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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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BAY 
OF BENGAL

The region of Bay of Bengal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maritime 
activities, including trading and fisheries from very ancient times. 
The significance of the region continues even at present. The massive 
waterbody is a representation of a busy network of trade and commerce 
and the basis of livelihoods for thousands who surround it from all 
sides from various countries. Fishing as an occupation is an important 
sector of food and nutritional security and India alone, has more than 
nine million active fisherfolk across its coastline, who are directly 
dependent on fisheries for their livelihood, amidst which 80 % are 
small scale fishers. The sector of fisheries employs over 14 million 
people and contributes to 1.1 % of the Indian GDP.1 Though the number 
remains unaccounted for in most countries, but amidst the number of 
fishermen, there is a substantial number of fisherwomen, who have 
been contributing through generations in various ways, including 
supplementing the family income through alternative methods of 
income, as well as being the main conduits of maintaining various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raditional methods 
of fishing. This research paper is an attempt to look into the contribution 
of the fisherwomen community around the western fringes of the Bay of 
Bengal, especially looking at the countries of Bangladesh, India and Sri 
Lanka and the vital contributions of these womenfolk. The fisherwomen 
not only help to sustain the families through the main profession of 
the family, but also helps financially through various subsidiary modes 
of income, like handicrafts and artwork. This is extremely helpful for 
sustaining the family in time of the lean seasons of fishing, as well as 
during periods of disaster, like the pres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se attempts of the fisherwomen, thus, connects various factors to 
overall social cohesion and development, including sustaining various 
channel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directly connects to their 
main profession and also helps in transmission of community values 
and also redefines gender roles within the community.

The Bay of Bengal is an important waterbody in South Asia. It is an 
embayment of the northeastern Indian Ocean and occupies an area of 
around 839,000 sq miles (2173,000 sq km). It is around 1000 miles wide 
(1,600 sq km) and has an average depth of more than 8,500 ft (2,600 

1. COVID-19 Impact on Livelihoods of Marine Fishing Communiti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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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CONNECTIONS 
ACROSS 
THE BAY 
OF BENGAL

metres). Situated between latitudes of 5-degree and 22-degree north and 
longitudes of 80-degree and 90-degree east, this waterbody is bordered 
by several countries from all sides, including Sri Lanka and India to the 
west, Bangladesh to the north, Myanmar, formerly Burma and also the 
norther part of the Malay Peninsula to the eastern side.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defines this waterbody to extend from Dondra 
Head, at the southern end of Sri Lanka as the western margin to the 
northern tip of the Indonesian island of Sumatra as the eastern margin. 
The Andaman and the Nicobar groups, which are the only islands, 
separate the Bay from the Andaman Sea. It is also important to add 
here that the countries which surround the Bay of Bengal, has been 
blessed with several important rivers, out of which, many drain into 
the Bay itself, including the Mahanadi, Godavari, Krishna and Cauvery 
(India), Palk Strait (between India and Sri Lanka) and Mahaweli Ganga 
(Sri Lanka) on the western side, the Yamuna, Ganga, Brahmaputra, 
Brahmani, Baitarani, Barak (India) and Padma, Meghna and Surma 
(Bangladesh) on the northern side and the Irrawaddy (Myanmar) on the 
eastern side. There are also various tributaries and distributaries of each 
of these rivers- all of which also drain into the Bay of Bengal.

There are various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records which suggest 
that the region has been an important and busy sector from the very 
ancient times. Archaeologically, the maritime activities across the Bay 
of Bengal, connecting to Southeast Asia, can be traced to 4th century 
BCE. Various archaeological records also suggest that marine vessels 
used to travel down from the West Bengal and Odisha (India) and 
Bangladesh coastal regions for trade and commerce- to Sri Lanka and 
the Andaman and Nicobar Islands and then travel towards Southeast 
Asia.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arious archaeological evidences 
to prove the consumption of fish and aquatic products as part of diet, 
dating as far ago as the Holocene period, as available from Sri Lanka2 
(Holocene high sea-level episodes had occurred between 6,260 - 2,270 
yr B.P.)3 in the region. This also confirms the popularity of fishing and 

2. Kulatilake et al., 2014

3.  Shell middens are of significant interest to archaeologists and biological 
anthropologists as they offer a glimpse of the past, where humans successfully 
occupied and adapted to coastal environments, exploiting aquatic resources (Ibid.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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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tic products as part of local diet. 

At present, the region of Bay of Bengal is a busy area with respect to 
fishing as a profession. Various agreements across countries are at work 
in the region to look into a proper functioning of the same, e.g. the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including the member states like Bangladesh, 
India, Bhutan, Myanmar, Nepal, Sri Lanka and Thailand. The region 
combines a gross domestic product of $3.5 trillion and houses 1.5 
billion people. There are 14 priority sectors of cooperation which have 
been identified by BIMSTEC and ‘Fisheries’ is the 6th sector. The 
region of Bay of Bengal has also witnessed the growth of Exclusive 
Economic Zone (EEZ), which has divided the waterbody between 
Bangladesh, India, and Myanmar. However, in spite of all of these 
cooperative arrangements and agreements, all does not seem to be well 
in the region with the occupation of fishing. Foreign boats are often 
arrested, who fish in these EEZ regions and clashes between fishermen 
of different countries over fishing is also common4, in spite of Article 
7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mentioning that- “arrested vessels and their crews shall be promptly 
released upon the posting of a reasonable bond or other security.” 
Regular uncertainty has added to the woes of fisherfolk and added to 
this is the present condition of lockdown due to Covid-19 pandemic 
situation- bringing the procuring and sale of aquatic products almost to 
a grinding halt across the region.

The work of the fisherwomen is vastly limited in the region. These are also 
considered to be marginal activities and hardly given the same significance 
accorded to the men who go out in boats and trawlers to the Bay of 
Bengal for fishing. The activities of the fisherwomen mainly include- 
selling fishes, catching various aquatic products like seaweed, crabs and 
prawns through traditional methods or helping in making handicrafts to 

4.  https://www.gonewsindia.com/latest-news/environment/lines-on-water-cannot-
save-bay-of-bengal-fisheries-13333- in 2019, Bangladesh coast guard had arrested 
over 519 Indian fishermen and also seized 32 boats off the coast of Patuakhali 
as this is more than 125 kms inside the EEZ of Bangladesh. Though these Indian 
fishermen were sent back later however, everybody does not get so lucky, which 
might be the plight of many fishermen from Bangladesh in different neighbouring 
countries or vice versa.

THE FISHERWOMEN 
AND THEI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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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to the family income. Across the last several years, there are various 
organisations and project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pute, who have 
been consistently working across India, Sri Lanka and Bangladesh to 
encourage and sponsor the range of activities of fisherwomen.

There are various states of India, which border the Bay of Bengal. 
These are- West Bengal, Odisha, Telengana, Andhra Pradesh, Tamil 
Nadu and the Union Territory of Andaman and Nicobar Islands. Across 
all of these regions, the work of fisherwomen is limited in nature and 
is only extended to catching small fry, crabs and prawns and shrimp 
capturing and molluscs or shells or hand-braiding of fishing nets. At 
times, the fisherwomen are helped by various welfare projects by the 
Fisheries Department of India or the work of several independent and 
local NGOs. These financial assistances also help fisherwomen to engage 
in fish marketing with bank loans. There are also various success stories 
amidst the fisherwomen of the region, e.g. the story Chitamma (76) from 
Ganjam district of Odisha (on the border between Odisha and Telengana 
in India). Her initial and small initiative for a self-help fisherwomen’s 
group grew to give birth to ‘Samudram’- saving all the fisherwomen of 
her village from middlemen politics and procuring a safety in income 
5. The efforts of ‘Samudram’ also extends to preserving the endangered 
Olive Ridley Turtle in the region and fishing is banned from November 

5.  Chitamma (76 in 2020) started to empower all the fisherwomen in her village 
and started something that ensured the livelihoods of hundreds. Being married 
into the village of Sana Aryjapalli in Odisha, she had experiences debts, poverty, 
illiteracy, malnourishment and a struggling life as the fisherman husband used 
to waste the meagre income on alcohol. In 1980s, Chitamma launched an anti-
liquor movement. Moving from village to village, she organised women to raise 
their voices against child marriage, alcoholism and build a high school by 1995. 
Her stature grew in all the coastal villag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0,000 
people. Gradually, Chitamma also helped to organise a saving-credit system with 
the fisherwomen and also organised a fair system of trading with traders outside of 
Odisha and in 2006, the women of Sana Aryjapalli started to trading by using the 
fish catch of only eight traditional fishing boats with detachable engines under the 
banner of ‘Samudram’ (meaning sea). This was registered as a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in 1995, with Chitamma as its head. The fisherwomen were 
successful in releasing their boats from various moneylenders by facilitating bank 
loans and enlisting the support of non-profit OXFAM in 2008. The activities of 
the fishermen have continued over the years, with several of them owing their 
own boats, thanks to the women of Sana Aryjapalli. Though there have been 
circumstance of lean years, especially with the production of fishes dwindling in 
the Bay of Bengal waters (e.g. in 2017) yet, the efforts of Samudram did not fail to 
motivate the locals.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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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1 to May 31 (apart from the national bank of India on fishing from April 
15- May).6 A mention should also be added here about the fisherwomen 
across Andaman and Nicobar Islands of India. Fisherwomen belong to 
various ethnic tribes and both men and women are generally seen to 
engage in fishing- using traditional methods. Both men and women catch 
fishes from the shallow reef and rocky areas during low tides, however, 
it is the men, who go out in the coastal waters to fish and the women 
hardly accompany them there. Both men and women are engaged in 
night fishing as well.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both men and women 
also helps them in fishing and warrants them forehand about natural 
calamities, including cyclones, rain (by observing cloud pattern and flow 
of cool air), wind, waves (from Nicobari calender), water currents (based 
on direction of drifting of fishing line/ boat) and depth (by seeing water 
colour or direct observation)7. 

From various parts of India, there are different examples of 
fisherwomen supplementing their meagre income through other 
additional sources. These include various handicrafts items and art 
products, e.g. the patachitra form of folk art from the region of Bengal, 
where the painting of the stories of ‘machher biye’ (marriage of the 
fishes) by the fisherwomen, directly reflects their main profession. The 
patuas (the artists) are performing artists and the pictures are scroll 
paintings, accompanied by song, which are sung by the artist while 
displaying the scrolls. There are also the examples of wonderful fish-
scale handicraft items from the fisherwomen of West Bengal region. 
The adjoining regions of Odisha, Telengana, Andhra Pradesh, Tamil 
Nadu and Andaman and Nicobar Islands (India) have various handicraft 
items made from molluscs and shells and coconut elke (polished 
coconut shells) as well as rag dolls- which are also primarily made by 
the women to sustain extra family income.

In Bangladesh as well, the role of women remains relegated to the 
background. Although detailed statistics are not available, it is estimated 
that about 30% of women in the rural coastal areas are directly or 

6.  Fisherwomen in Odisha Unite to Take Back the Trade from Monopolistic Practices, 
2020

7. Ravikumar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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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ly engaged. in small-scale fishery activities, e.g. in Barisal 
and Rajshahi districts (fish capture, selling, drying and curing of both 
freshwater and sea products), Chittagong and Khulna districts (shrimp 
processing plants), etc.8 Several fisherwomen have received training for 
generating alternative income from such activities as net making, cage 
culture/fish farming, poultry rearing (ducks and chicken), small dairy 
products (keeping goats and cows), handicrafts (doll-making, sewing, 
embroidery), starting new business ventures (small grocery shop/tea 
stall) and plant nurseries. The beneficial efforts of vari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have also helped fisherwomen find a voice 
through savings groups to help households, particularly fisherwomen 
with access to low-cost credit.9 

The story of the northern and eastern fringes of Sri Lanka, which 
borders the Bay of Bengal, however has limited documentation due 
to the lengthy political conflict that the country faced across three 
decades. Though the war affected the entire country and its economy, 
the northern and the eastern sections were particularly affected to a 
great extent. The fisheries sector was also at the very centre of the post-
war reconstruction discussion in Sri Lanka, when the war ended in 
May 2009. The fishing industry, especially in the northern and eastern 
sections were vastly crippled through loss of equipment, lives and 
infrastructure and very heavy restrictions. Thus, due to various problems, 
a proper documentation of fisherwomen during the war period across the 
northern and eastern parts of the country is hardly available. However, it 
should also be mentioned that this is an important study and will help to 
highlight specific contributions of women through non-traditional roles 
(e.g. household heads or sole bread-earners of a family, etc.) and also the 
use of traditional maritime practices to support community in times of 
disaster. Such a study is also essential to understand about the women’s 
roles, which even continued after the war.

Some study has been conducted, in the post-war period, through 
academic fieldworks and ethnographic explorations around the district 
of Trincomalee (on the eastern coast of the country) on the borders 

8. http://www.fao.org/3/ad745e/ad745e00.pdf

9. ‘Invisible’ Fisher Women of Bangladesh Raise Their Voice, 2017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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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ay of Bengal. The fisherwomen in the region is greatly divided 
across ethnicity and religion and comprises of Sinhalese (Buddhist), 
Sri Lankan Tamil (Hindu), Sri Lankan Moor (Muslims) and other 
ethnicities, including the Vedar ethnic community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2012). The Sinhalese 
and Tamil women are mostly involved in selling fishes and the Muslim 
women are generally involved in gleaning of clams and molluscs from 
mud or collecting seaweeds. The Vedar women are the only ones who 
are seen to take part in fishing to draw the catch to the shore- alongside 
the men. 

In Sri Lanka, the role of fisherwomen is severely restricted in 
comparison to other regions. Historically, the fishing occupation in 
the eastern parts of the country were only dominated by men. In the 
post-war period, the meagre contribution of fisherwomen brings to 
light some specific significant socio-cultural perspectives- the survival 
of traditional methods of fishing and the high segregation within 
fisherwomen community on the different activities related to fisheries 
on the basis of religion and ethnicity. Though their roles are severely 
restricted, yet, the fisherwomen are often seen to be part of alternate 
methods of livelihood and planning. There have also been many 
small projects across the years to encourage these activities amidst 
fisherwomen. These variously include income though handicrafts 
(making products of wood, mollusks and coconut elke), animal 
husbandry (rearing of cows, buffaloes and goats), sewing clothes, eco-
tourism and aloe vera farming (for use in medicine and cosmetics). 
These various efforts are reflected across a wide section of the lagoons 
on the eastern and northern parts of Sri Lanka (and also the western 
parts), including- coastal areas of Mannar district, Batticaloa, Panama 
to Pottuvil stretch, Rekawa, Ussangoda, Kalametiya coastal stretch, 
Puttalam lagoon and Maduganga10.

The pandemic situation at present has hit the fisherwomen community 
severely across the region. Across the last several months, though 
many national, English dailies from across India covered the plight 
of fishermen from time to time, yet very few spoke about the plight 

10. https://www.iucn.org/downloads/mmf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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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isherwomen. A thorough research of English, national dailies for 
this research paper, yielded sparse information about the plight of 
fisherwomen during the pandemic from India. One such report is from 
Kerala (western part of India) (10th July 2020-(Ban Deepens Crisis for 
Fisherwomen- The New Indian Express, n.d.). This report highlighted 
the plight of women as the sole-bread earners of the family as the 
husbands lost their jobs due to the pandemic. The fisherwomen also 
were facing trouble in procuring enough fish to sell or were being forced 
to sell their products at a very low price as there was a time limit for 
the markets to stay open. Another report from the state of Tamil Nadu 
(India)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pandemic lockdown period (report 
by- M S Swaminathan Research Foundation, 7 April, 2020)11 spoke of 
very similar circumstances of the fisherwomen- the catches were very 
limited in nature, the loss of selling space in the markets to fishermen, 
selling off the day’s catch at very low prices as the markets were 
operating for limited time, etc. The prices dropped down drastically for 
most fisherwomen, e.g. if the fish rate was INR 500/kg before lockdown 
ensued, it dropped down to INR 300-350/kg as a result of lockdown and 
social restrictions.

The development of coastal aquaculture is common to the entire region 
of study and the primary reason is the increase in foreign exchange 
earnings generated from shrimp farming. Wome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Across India, Sri Lanka and Bangladesh, fisherwomen also 
play a very vital role in supplementing their household income through 
arts and handicrafts, animal husbandry, farming and other methods, 
yet the recognition of the role of fisherwomen towards sustaining 
livelihoods in the region is minimum. As women bear an important part 
of any subsistence pattern, it is important to recognise their worthwhile 
contribution and give them due recognition as the true torchbearers of 
social cohesio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1. COVID-19 Impact on Livelihoods of Marine Fishing Communities, 2020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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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congratulate ICHCAP and the UNESCO Apia Office 
for successfully co-organizing the webinar series, Maritime Living 
Heritage: Building Sustainable Livelihood and Ecosystems in the Asia-
Pacific Region. I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presenters for their insightful case study presentations.

With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ing emphasized in heritage discourses more than ever, 
this webinar series exploring marine ecosystem and the living heritage 
found therein is a welcome continuum to learn from the wisdom 
of maritime communities about sustainable livelihoods and ICH 
safeguarding in this time of crisis.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partnered with the ICHCAP in 2018 to host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itime heritage along the Silk Road. We would like to emphasize 
our solidarity with and admiration for ICHCAP in continuously 
nurturing platforms that enable meaningful exchange of ideas on and 
collabor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maritime ICH in the Asia-Pacific 
region.

Once again, I congratulate and thank the co-organizers for successfully 
conducting this year’s webinar series. I look forward to more programs 
for active exchange with experts and heritage practitioners around the 
region for the safeguarding of maritime ICH.

Yeon-soo Kim 
Direct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Republic of Korea

Congratulatory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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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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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distinguished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an,
On behalf of the Hoi An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 would like to thank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for inviting me to 
deliver congratulatory remarks for the webinar on Mariti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with the theme Maritime Living Heritage: 
Building Sustainable Livelihood and Ecosystems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the past few years, as we have witnessed from Vietnam, ICHCAP 
has been exhibiting great efforts in organizing many seminars to 
promote intellectual exchange and research between communities in 
the region and all over the world. The expert meeting for maritime 
ICH is one of these great efforts, and it challenges us to think further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as both an objective and a framework 
for the safeguarding of ICH in coastal communities, in areas where 
there’s abundant marine resources, among people who have a strong 
connection to the sea, river, and other bodies of water. 

In 2019, ICHCAP partnered with Hoi An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to conduct a seminar entitled 
Maritime Traditional Beliefs and Practices in Hoi An city, Quang 
Nam province, Vietnam. Many researchers and experts from Vietnam 
and all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ipated in the event. 
Through the seminar, a significant quantity and quality of valuable 
scientific discussions around maritime traditional beliefs, practices, and 
knowledge systems was brought forth,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approaches and implementation of maritime ICH safeguarding and 
promotion programs not only in Vietnam, but also in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gion. In addition, the outcome of this seminar has had 
solid impact and improved our awareness of maritime ICH research in 
Hoi An.

This year, ICHCAP and UNESCO Apia Office are co-organizing 
this important seminar entitled Maritime Living Heritage: Building 
Sustainable Livelihoods and Ecosystem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evolves around two sessions namely Traditional Maritime 
Skills and Knowledge for Inclusiv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itional Maritime Skills and Knowledge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With this new initiative from ICHCAP, a 

Congratulatory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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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ful opportunity indeed, I hope that researchers and experts will 
provide new scientific information on traditional maritime skills and 
knowledge for building sustainable resilience and ecosystems. I also 
hope that we get to reflect more one role of different stakeholders in 
raising awareness of marine ecosystems of communities, especially, the 
safeguarding of the sea and island sovereignty of Vietnam in particular 
and countries of the region and the world generally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I wish the webinar a great success. Thank you.

Pham Phu Ngoc
Director

Hoi An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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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global pandemic,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Territories (PICTs) have recorded a small 
number of cases. Nonetheless they have declared a state of public 
health emergency in most countries, introducing lockdowns, curfews, 
and social distancing to prevent coronavirus transmission. This has 
caused much broader socio-economic impact, which reaches beyond 
implications linked to the health sector and has serious repercussions 
on the social fabric of communities, their ability to interact as they were 
used to and follow their traditional practices, as well as their capacity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is warranted 
an immediate respons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COVID-19 and 
stabilizing economies, in both country and regional levels, in a resilient 
and sustainable manner. 

The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COVID-19 in the Pacific, 
conceived out of a joint effort between United Nations (UN) agencies 
and other development partners, that sought to present evidence of the 
impact of COVID-19 on lives and livelihoods in PICTs with a view to 
inform interventions by UN agencies, governments, and development 
partners. The Impact Assessment was guided by the 5-Pillar UN 
framework for an immediate socio-economic response to COVID-19. 
In terms of its objective, it aimed to inform resource mobilization of 
resources and, in particular, efforts to ensure no one is left behind, 
considering that the pandemic has had a grave impact on groups that 
even before the crisis were already facing form of marginalization and 
discrimination.

UNESCO, as member of the formed Task Force leading the Socio-
Economic Impact Assessment, carried out field surveys under Pillar 
5: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Resilience. In this framework, 
the main focus was on the diagnosis of the impact of COVID-19 on 
wellbeing, cohesion, and social equity in the PICTs. The assessment 
applied a culture lens and also took into account the impact on access to 
cultural spaces, and the ability to practice cultural traditions connec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n addition, the assessment looked at 
the disruption caused to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the impact of 
the crisis for their survival, and how it translates into economic fractures 
in relevant livelihoods. The assessment presented the opportunity to 
Build Back Better by identifying the post-pandemic recovery needs, the 
ways to ensure social inclusion through cultural participation, and how 
to further strengthen the efforts to safeguard ICH.

Special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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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on the impact of COVID-19 
were gathered through an indicator suite and specially developed 
questionnaire. For the purpose of indetifying how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resilience had been afected the following definitions where 
used:

- Social cohesion:  a sense of collective identity and belonging, mutual 
support, social networks, safe spaces as well as 
local heritage, tolerance for difference and cultural 
diversity. Individuals, communities, and institutions 
play a role in fostering social cohesion. 

- Community resilience:  Generally refers to the ability of a community 
to overcome, recover from and adapt to 
disruptive events such as disasters, climate 
change, or other phenomena using their 
collective resources (human, cultural, political, 
natural, etc). 

The assessment was also aligned with the 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otably the two articles  referring to cultural rights (Articles 22 
and 27).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questionaire was quided by the 
UNESCO 2030 Culture Indicators that help measure the contribution of 
culture to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
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ly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The study commissioned by UNESCO was carried out between May 
and September 2020 in all 15 PSIDS. Through this work the central 
role of social capital expressed through Living Heritage and the diverse 
forms of living heritage became evident. Already before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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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in the Pacific have benefited from their strong social ties 
and a tightly knit social fabric with extended networks of relationships 
across communities which traditionally have strengthened their societies 
and cared for those left behind or left alone. During the pandemic,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resilience have become even more important 
factors that are determining the ability of communities in the Pacific 
to cope with the pandemic and its social and economic ramifications 
which  are threatening entire livelihoods. The assessment showed 
clearly that in the Pacific context social and cultural participation and 
inclusion (belonging) are underpinned by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and communities activated through life cycle events; 
ability to share and participate in life cycle events; a sense of place and 
access to places of cultural importance; access to gardens, land, and sea 
(intimate and embodied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communal 
decision making; ability and access to worshipping; and ability to 
pass on cultural knowledge especially to young people. Many of these 
elements sit at the heart of cohesion and act as safety nets. 

While many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territories are sharing 
numerous cultural and societal values, for example, collective decision-
making and solidarity,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solidarity 
citizen initiatives and supporting those in need have multiplied. The 
spread of COVID-19 has also compelled people in the Pacific to 
connect, empathize, and seek a sense of awareness about the struggles 
of their peers. From barter Facebook groups to community groups 
delivering food and necessities to households, young and old have 
mobilized during the pandemic – and have reached people and places 
which institutions are not able to due to a lack of capacity and/or 
resources.

Culture positively impacts community resilience by building social 
cohesion. Research by the World Bank shows that communities with 
social cohesion can bounce back faster in recovery processes due to 
their “bonding” social capital, established linkages between social 
capital and policy/decision makers, as well as due to their shared sense 
of unity.

A key pillar of resilience for communities in the Pacific during the 
pandemic were their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For example the revitalisation of solesolevaki practices in Fiji and a 
simultaneous return to land, in some cases through youth-led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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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llages where work is collective and divided for groups of 5 to 
7 young people on a daily basis, and then rotate so all the farms are 
maintained together. Or the traditional inati system which ensures the 
fair distribution of fish following a collective fishing expedition in 
Tokelau. This has been a demonstration of the wonder of traditional 
knowledge in providing sources of resilience amid precariou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e importance and value accorded to 
elders, and the recognition of their role in transmission of culture was 
underscored by the Ministry of Community and Cultural Affairs’ in 
Palau when they established a weekly internet service to “meet and 
greet” during the height of the lockdown. In Tonga the Tau’olunga 
practices that were usually held for passing on knowledge of dances 
to the young people have had to be cancelled since March, but this has 
also forced the Culture and Heritage Division to be more creative with 
their programs and to use this period to collect valuable information. 
This led the division to launch a radio program through which the 
public shares traditional knowledge of food preparation and local 
cuisine with the purpose of encouraging the use of local resources for 
now and the future. Similarly, in Kiribati, this period has been used to 
strengthen transmission of skills and knowledge. Traditional communal 
events such as rethatching of village maneaba have continued, and 
elders and chiefs have been involved in decision making as is the norm. 
Some have asserted that through maintaining their cultural values and 
practices, families were able to draw feelings of security during this 
difficult period. 

The outcomes of the assessment showed evidence of a deep rooted 
solidarity linked to traditional practices. The assessment also noted a 
large return of urban dwellers to rular areas. This return was linked to 
an increase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ion and revival of traditional 
practices. One of the most common practices noted was the revival of 
traditional food systems and, specifically, the cultuvation of land to 
support livelihoods.

“People returning home like me have been able to rebuild and 
renovate traditional homes; visit pulaka pits, revive traditional 
fishing skills, and till the land to plant coconut trees and other 
traditional food crops”.
(Respondent from Tuv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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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comes of the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COVID-19 
in the Pacific pointed out the need for strategic support, innovative 
investment, and ensuring communities are at the centre of recovery 
efforts. This approach will ensure that both the state and society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The UNESCO 
assessment also showed how social and cultural participation are 
essential to well-being in the Pacific and form the backbone of kinship 
relations. This is seen in the emergence of stories of families and 
communities building self-suffiency through tradidional food production 
and establishing practices of economy built on solidarity.

The transversal contribution of culture to development and the central 
role of living heritage in the Pacific both as a coping mechanism that 
ensures social cohesion during a crisis, as well as a way of contributing 
to the 2030 Development Agenda is undeniable. With almost all PSIDS 
having ratifi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focus is now turning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more specifically on ways the Convention can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is end, the UNESCO 
Office in Apia is currently producing a policy brief that will aim to 
inform policy and decision makers, as well as raise awareness around 
the important contribution of culture and its relevant institutions in the 
recovery phase following COVID-19. Engaging material that convey 
clear messages such as infographics will complement the policy brief 
and be desiminitated more broadly. 

The outcomes of the assessment reiterated what we already knew, ICH, 
most significantly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transmitted 
for generations and related to food systems, traditional medicin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ecosystem services among others 
contribute to food security (SDG2), health care (SDG3), climate action 
(SDG13), gender equality (SDG5), and decent work (SDG8). As a key 
pillar of resilience of communities in the Pacific during the pandemic 
their strong and rich living heritage needs to be at the forefront of the 
recovery plans from COVID-19,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a key 
component in planning for and implementing actitivities to address our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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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FISHING AND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OF YAP

This paper and the presentation highlight the value of the Yapese fish 
weirs and how they, and the associ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be used to assist modern-day approaches to marine ecological 
conservation, in addition to keeping traditional sustainable fishing 
practices alive.

Yap is located 840 km south west of Guam and 1,850 km east-south-
east of Manila. It consists of four volcanic islands (referred to as Yap 
Proper), seven small coralline islands and about 130 atolls forming the 
‘Outer Islands’ that cover about 800 km in the north west Pacific Ocean, 
all of which forms Yap state—one of the four States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On the reef flat adjacent to the volcanic islands, the Yapese developed 
a harmonious, sustainable system of fishing that incorporated spiritual,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nectivity and awareness. Thi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inshore fishery, which is a sensitive 
region for fish breeding, and needs to be well conserved, maintained 
and not overfished. The Yapese employed a number of cultural practices 
(living heritage) related to fishing, and created a number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ogether they form the Yapes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This system employed a number of fish traps and weirs, with 
the tidal stone-walled fish weirs—aech—surviving to this day.

Yap has now four Marine Protected Areas (MPAs). Yapese are aware 
that fishing is currently not implemented in a sustainable manner 
and are declaring ‘no catch zones’ in certain marine areas. Many of 
the studies associated with the need for and development of MPAs 
are largely science based, with little relevance and benefit given 
to traditional fishing (cultural practices and the material cultural). 
Traditional fishing practices using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were carried out sustainably for hundreds of years and the incorporation 
of this knowledge into MPA managemen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an interview of a resident of the village of Leng in Gagil Municipality, 
Yap, a traditional owner provided the names of four aech built by a spirit 
named “Mer.” Spirits in the form of men, roamed amongst the people of 
Yap at that time (many years before foreigners came), and when asked 
why they chose to build and use the aech in that way, the answer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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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interviewee was: “Sustaining it so that fish can always be brought 
home for food ” (Jeffery, 2010, Appendix 1). The spirit opened up the 
back of the aech on the seventh day “to let fish come and go, to make 
them feel at home” (James Lukan, 2009, personal communication), and 
closed it back on the seventh day, to create a sustainable fishing practice. 

The first seven aech were built by spirits and they showed Yapese how 
to build and use them—to catch fish in a sustainable manner—and it is 
known that over 800 aech are located on the reef flat surrounding the 
four volcanic islands (Falanruw in Jeffery & Pitmag 2010, pp. 110-111).

Yap Proper’s 100 km coastline contains an extensive area of mangroves 
surrounded by the reef flat that extends from 200 metres (at its 
narrowest) to 3,500 metres (in the south). The reef flat has an average 
depth of 2-3 metres at high tide, and at very low tide, much of it can 
be dry apart from the deeper holes and the few channels, of which 
some are as deep as 22 metres (Takeda, 2001, p. 2). The mangroves 
and reef flat are an important ecological zone for the 426 species of 
fish and 168 species of hard coral known to exist. Fish have been one 
of the few sources of protein for Yapese, and although there are now 
many other introduced sources of protein, fish are still highly valued 
as a major staple. A number of fishing practices developed, such as 
employing the use of nets, trawling and spear fishing outside the reef 
flat (offshore), and different weirs, traps, enclosures and nets on the 
reef flat (inshore) fishing. The various types of fishing employ magic, 
rites and wer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 number of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particularly in sharing the catch, and the tribute 
required to various people including the village chief. Yapese were 
described as “holding a fear of venturing out on the seas [beyond the 
reef flat]” (Suriura, 1939:2), although they did implement offshore 
fishing, particularly catching flying fish. There are designated zones 
for the different villages to fish inshore and offshore. For example, all 
submerged land ‘sea-plots’ adjacent to the villages (and in some cases, 
beyond the reef flat) were owned by various family estates from within 
the village, where access could be restricted. Other Yapese could be 
given access to these waters, and to aech (which are also privately 
owned), as well as other types of fishing practices.

The aech style, shape and construction methods were appropriate for 
their particular locations, which included the nature of the seabed (e.g. 
shallow water and seagrass beds or deeper water), the streng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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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the currents and waves, and the types of fish found in the 
various coastal regions of Yap. Close to the coastline where there are 
numerous seagrass beds, the aech were mostly arrow shaped, with a 
central shaft (from 30-90m in length) and an arrow head or chamber (up 
to 60m across), pointing out from the coast, and including a number of 
smaller compartments in both ends of the arrow head, or just one side 
(Figure 1). The arrow-head was not symmetrical placed at the end of the 
shaft, one side could be longer, given it was found fish came from that 
side and it was used, and was the shaft, to direct fish inside the arrow-
head, where they would be trapped when the tide recedes (Hunter-
Anderson, 1981, p. 85). In 2008-2009, surveys located 432 aech, 46 
were mapped, and 12 different styles were found, some with one, two, 
four or six compartments. A further type near the shore consisted of 
a wall in an arrow shape acting like a pond, where fish simply came 
over the top of the wall at high tide and were trapped when the tide 
receded. Further away from the coastline, aech were of different shapes, 
consisting of V-shaped aech with compartments and extensions adjacent 
to some of the deep blue holes (Figure 2), and a zigzag type without 
compartments near the edge of the reef flat.

Aech of the same style could also have a number of peculiarities such as 
how the rocks were placed to form the walls, which partly distinguished 
their geographical location, specific sea conditions, as well as the 
particular types of fish being caught. Some employed passive fishing, 
and others had the assistance of groups of people driving fish into the 
chamber, or men hiding behind the aech ready to scoop up fish that 
entered the aech. 

Figure 1.  A close to the coastline, arrow-shaped a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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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cement of different styles and construction methods of the aech 
provide evidence of how Yapese developed an intimate understanding 
of fish migration and their habits in the various ecological zones of the 
reef flat. The beliefs about spirits showing them how to build and use 
the aech in a sustainable manner highlighting how Yapese developed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the spiritual and natural world. In an 
Ethnography of Yap prepared by the Yap Cultural Inventory Group (n.d., 
p. 27), they documented:

Fishing in Yapese society used to be well regulated with 
strict rules imposed by traditional authority and power. 
Ownership of marine areas were as well defined as it was 
with the ownership of land. Fishing rights and privileges were 
regulated by the society to ensure that Yapese waters were 
never over fished or misused.

While only a few of the 800 aech are used today, there has been a 
concerted effort from traditional leaders for more to be restored and the 
living heritage to be revived to counter the use of unsustainable fishing 
practices taking place today. This combines a desire to reinvigorate 
“community spirit”, which is needed to build, maintain and implement 
the fishing practices associated with the aech, and I believe as an 
associated consequence, a wish to reinvigorate “community spirit” in 
Yapese society in general (Jeffery, 2013).

Figure 2.  An aech placed adjacent to a blue-hole, located away from the 
coas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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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PROTECTED AREAS 
AND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In addition to reviving this fishing practice, four Marine Protected Areas 
(MPA) have been formed to assist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ies. The MPA have been developed by villages and communities, 
and therefore they have an ownership of, as well as a responsibility to 
effectively manage the fisheries for local community benefit. Being areas 
developed by and for the villages, they can readily adopt traditional 
ecological management into their management. A study of the marine 
biodiversity of one MPA, the Nimpal MPA was compared with reference 
areas outside of the MPA, but not the traditional fishing practices and 
their traps / weirs (Olsudong, et al., 2012). It is known that there is 
a higher biodiversity inside fish weirs compared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other areas of the world, including Penghu, Taiwan 
and South Africa (Global Island Network, 2020; Kemp, 2006, p. 34). 
Traditional fishing practices and knowledge is an obvious area of research 
given the maintenance of a heathy and sustainable ecosystem approach 
Yapese employed for hundreds / thousands of years in association with 
fishing. One study does emphasize the value or incorporating traditional 
techniques and knowledge into marine / fish conservation in Yap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2013, pp. 3,7,10,14).

There are many positive benefits for incorporating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into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MPA. It should 
also be an essential focus in the United Nations initiative, The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30), particularly. 
While there is an emphasis on science from a western perspective in this 
initiative, it needs to be highlighted, as it was in the 2019 UN Decade 
of Ocean Science Workshop at the Pacific Community, that indigenous 
people practiced “indigenous scienc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2020). As in science, 
they systematically studied the structure and behavior of the natural 
world through observation, and most likely experimented, and in the 
Yap fisheries example, developed over many years “sustainable fishing 
methods utilizing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practices” (James 
Lukan, 2008, person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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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D NET FISHERY 
SYSTEM FOR GATHERING MARSH 
CLAM IN SEOM JINGANG RIVER: 
A CASE OF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S

Hyunjong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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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OF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S 
(KIFHS)

THE HAND 
NET FISHERY 
SYSTEM FOR 
GATHERING 
MARCH CLAM 
IN SEOM 
JINGANG 
RIVER

Object

Criteria

Organizer

Enlisted 
KIFHS

Process

●  The Handnet Fishery system is the 7th listed KIFHS of eight heritage 
systems  

● Location

©Hadong County

Located in the mid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s southern 
region, the Seomjingang River is the fourth largest river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basin area totals 4,896.5㎢, and the river is 212.3km long. 
Geographically, the river basin features the Sobaek and Jiri mountain 
ranges that stretch towards the southeast. As such, the region is replete 

Fishery systems, landscapes, seascapes, and any related 
products in Korea

1)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2) agro-biodiversity, 3)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 4) cultures,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8 (refer to the attached)

Local governments apply to the KIFH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n evaluates the applications 
in accordance to the established criteria and satisfactory 
application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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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all mountains and peaks. Historically, the Seomjingang River 
has served as a border between the Gyeongsang and Jeolla regions. 
Ecologically, the river has been home to diverse fauna and flora,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and state-designated. 

The site is the Seomjingang River’s estuary region, which acts as the 
border between Hadong County and Gwangyang City. Surrounded 
by the ridges of Jirisan Mountain, the first national park in Korea, 
and Baegunsan Mountain, the region boasts outstanding natural 
environments.

Furthermore, a brackish water zone, formed where the river meets 
Korea’s South Sea, is replete with brackish water fish and migratory 
fish species. Traditionally, the estuary region has been an active center 
of livelihood activities, based on its river, mountain, and marine 
environments. In particular, wildlife habitats in the brackish water 
zone of the river’s estuary are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erms of 
the livelihoods of local residents. Traditionally, these residents have 
utilized diverse fishery resources (e.g. marsh clam, Chinese mitten 
crab, sweetfish, gizzard shad, and sea bass) and developed them into 
main sources of livelihood. At the same time, as a secondary source 
of livelihood, they cultivated pediment slopes to grow rice, green tea, 
green plum, persimmon, chestnut, and other agricultural products. In 
this respect, the rich aquatic ecosystem in the Seomjingaang River basin 
has served as the foundation of their livelihood despite the region’s 
geographical conditions, which remain averse to food security.

● How local community live with the Handnet fishery system

The prudent use and management of the river by local residents over 
a prolonged period has enabled the maintenance of its economic,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value until the present day. The 
Seomjingang River’s estuary region is home to diverse inland fishery 
species (e.g. sweetfish, river oyster, and Chinese mitten crab), among 
which the marsh clam is considered the region’s representative resource. 
It is a freshwater clam that mainly lives in a sandy brackish water zone 
that features first- and second-grade water with a salinity range of 3–20 
psu. Originally, marsh clams could be seen in rivers and streams all 
across Korea; however, water pollution caused by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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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stuaries rapidly destroyed their habitats. As a result, marsh clams 
are now extinct or have dramatically been reduced in number in most 
Korean rivers. Yet, thanks to local community efforts and an unspoiled 
natural environment, the Seomjingang River’s estuary region is now the 
only remaining place that offers a hospitable habitat for marsh clams. 
Today, the estuary is Korea’s largest marsh clam habitat, and the marsh 
clams caught here are commonly known as “Hadong Jaecheop” (Hadong 
marsh clams).

● History

Historically, marsh clams have been the main source of food and 
income for residents of the

Seomjingang River. Marsh clam shells found at the Mokdo Shell Mound 
in the river basin suggest that the species has been used as a major 
food resource since prehistoric times. Historical documents from pre-
modern times, e.g. Illustrated Account of Goryeo (Goryeo dogyeong) 
(1124), Record of Fish Species in the Nanho Region (Nanho eomukji) 
(1820),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Dongui bogam) 
(1610), and The Chronicle of Korean Fisheries (Hanguk susanji) (1908), 
also mention marsh clams, revealing that they had been used as a fairly 
popular food ingredient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Goryeo (918–1392) 
and Joseon (1392–1897) periods. Even today, marsh clams still serve as 
an important fishery resource that sustains the livelihoods of residents 
of the Seomjingang River basin.

● How the system works (eco-friendly traditional inland fishery)

The sonteul (hand net) marsh clam fishery, which takes place in the 
brackish water zone of the

river’s estuary, is Korea’s representative traditional inland fishery that 
continues even today. The sonteul fishery involves the use of georaengyee 
(a tool consisting of a steel net and a bamboo shaft), with which fishers 
wading in the river dredge the riverbed to gather marsh clams. This 
traditional fishery is of significant historical and rarity value i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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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unique fishery knowledge system created through a prolonged 
collective experience of the river’s residents. Furthermore, repeated 
marsh clam gathering through the use of georaengyee is beneficial 
to the circulation of the aquatic eco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biodiversity in the river. As such, the fishery can be considered an eco-
friendly one that helps maintain the health of the river’s estuary. Even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the marsh clam fishery in the Seomjingang 
River is distinguished from those in China and Japan, in that the former 
is conducted by wading into water directly, while the latter is conducted 
aboard boats. Globally, there are only a few regions around the globe, 
where this unique fishery method is used, a fact that gives the sonteul (hand 
net) fishery outstanding conservation value.

● How local community cooperates for the sustainable fishery

The prolonged continuation of marsh clam fishery in the river’s estuary 
has greatly influenced the culture of local residents. The fishery requires 
no special qualifications (e.g. age and gender requirements). Such 
characteristics have positively influenced the reinforcement of a sense 
of community among the river’s residents, especially by allowing the 
formation of a cooperative organization known as dure. Among diverse 
fisheries in the Seomjingang River, marsh clam fishery, in particular, has 
actively operated dure, through which marsh clam gatherers, regardless 
of their region of origin (whether they are from the Gyeongsang or 
Jeolla region), collaborated and built mutual solidarity.

Today, the dure tradition still continues in the form of village-level 
fishery guilds. Furthermore, local residents channeled their arduous 
labor into joy by singing a traditional work song and prayed for 
plentiful catches by holding a rite known as baetgosa. These activities 
were also centered around each village’s dure.

The succession of the traditional marsh clam fishery and the continued 
fishing activities in the river have also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spread of local food culture. The Seomjingang River’s estuary has 
maintained diverse regional specialties, such as marsh clam soup, 
marsh clam salad, and marsh clam bibimbap. As the health benefits 
of marsh clams (e.g. liver protection, hangover relief, detoxification, 
anemia reduction, and jaundice treatment) became more widely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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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marsh clam dishes became popularized by local restaurants and 
food specialists. The popularization of marsh clam dishes has led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marsh clams, thereby driving the continuation of 
marsh clam fishery in the river.

From April to November, the sonteul (hand dredge) marsh clam fishery 
activities create distinct “cultural landscapes” that blend in with the 
seasonal changes in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s.

Capitalizing on such landscapes of the Seomjingang River and the 
unique knowledge system of this traditional fishery, a marsh clam 
festival is held annually. A significant number of tourists visit the river 
during the fishery season every year, to photograph and experience in 
person the gorgeous natural landscapes of the Seomjingang River and 
the unique cultural scenes of marsh clam fishery.

Fortunately, the healthy natural state of the Seomjingang River’s 
estuary has been maintained; however, it still remains vulnerable to 
development pressure. Moreover, a decrease in the instream flow 
caused by the Seomjingang River Dam has brought about diverse 
environmental crises, e.g. increased salinity levels,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the influx of alien species. Against this backdrop, to 
maintain the succession of the region’s traditional fishery and to 
preserve its ecosystem, residents of the river have been voluntarily 
engaging in preservation activities related to, for example, the 
enhancement of water quality; the prevention of salinity damage and the 
mass mortality of marsh clams; the expansion of marsh clam habitats; 
and the prevention of overfishing through the calculation of a maximum 
sustainable yield.

CONCLUSION In this regard, the sonteul (hand net) marsh clam fishery in the 
Seomjingang River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r instance, the 
food security and livelihoods of the river’s residents, the maintenance 
of the aquatic ecosystem, the formation of diverse regional cultures, 
and the creation of outstanding cultural landscapes. In recognition of 
such value as agricultural heritage, the fishery was designated a part of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s (KIFHS). Moreover, 
the Seomjingang River basin is significant as a 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marsh clam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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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ly, marsh clams live in brackish water zones, as well as rivers 
and streams, in China (the

Yangtze River basin), Japan (the Southern Hokkaido region), and Korea. 
All three countries have been faced with the problem of diminishing 
marsh clam habitats and catches, a phenomenon caused by wate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changes induced by rapid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stuary regions since the 
1980s. In the context of this inland fishery crisis replete with risk 
factors, the Seomjingang River is a place with significant geographical 
value. The river’s sonteul (hand dredge) marsh clam fishery has both 
domestic and global importance, in that it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marsh clams and other diverse brackish water fishes as 
well as for the succession of a traditional inland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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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ITIME CULTURE OF  
THE SULAWESI ISLANDS:
VOICING CULTURE AFTER NATURE

Dedi Supriadi Adhuri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IPI),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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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n the context of maritime realm, when people hear about Sulawesi 
Islands, they might directly think of Coral Triangle Ecoregions (CTE). 
This is because since the declaration of Coral Triangle Initiative, a 
multilateral cooperation of six nations (Indonesia, Malaysia, Brunei 
Darussalam, the Philippines, Timor Leste and Solomon Islands) to 
save guarding the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Coral Triangle 
Ecoregions in 2009, these regions have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on its coral reef and associated ecosystem bio-diversity. Sulawesi 
Islands sit at the center of the regions (Figure 1). As the name implies, 
CORAL Triangle ECOREGIONS, people’s focus of attention is coral 
reef and associated ecosystems. Or, to put it in different words, the focus 
of attention is the natural ecosystem. Thus, the mainstream narratives 
about CTE is about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ecosystem 
services to human being (see for example The Nature Conservancy 
2008, CTI brochure).  

Nonetheless, there is a serious concern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reg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Ocean Council 
notes ‘as a global center for marine biodiversity, the CT is a major 
conservation priority. The CT’s environmental diversity and economic 
value are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urbanization, overfishing, and 
other impacts. With these threats affecting six countries in the region, 
leaders created the Coral Triangle Initiative (CTI). Officially titled the 
Coral Triangle Initiative on Coral Reefs, Fisheries and Food Security 
(World Ocean Counc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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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regional framing of the regions, Indonesian government 
also develops similar narrative on the ecoregions within the country.  
The following narratives are common in CTI project in the country. 
‘Indonesia is the largest archipelagic country in the world, stretching 
across three time zones, encompassing more than 17,000 islands, 
86,700 square kilometers of coral reefs, and 24,300 square kilometers 
of mangrove areas, and supporting nearly 230 million people (Huffard, 
C.L., M.V. Erdmann, T.R.P. Gunawan. 2012.p xiii).  On Sulawesi Island 
waters which fall into three ecoregions: (1) the Sulawasi Sea-Makasar 
Strait, (2) North-East Sulawesi and Tomini Bay, and (3) Banda Sea 
Ecoregions, each region is the home of 1785 coral reef fish species, 
1561 (6 of which are endemic), and 1760 reef fish species (3 of which 
are endemic), respectively. The diversity of reefs associated with 
stomatopod is also high, each region is the home of   46, 29, 40 reef 
species respectively (Figure 3). So does the richness of mangrove in 
these three regions. Figure 4 shows that each region in Sulawesi Islands 
contribute to 23, 8 and 12 species of mangrove respectively.  

I don’t think we need to add more to this information to believe that 
Coral Triangle as a whole and Sulawesi Regions are important. Their 
rich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re not only vital  marker for the 
earth ecosystem but their ecosystem good and services are sources 
of life and livelihoods of millions people. Thus, the sustainability of 
these ecoregions is our responsibility. Establishing best management,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should be our first priority now and in 
the future.     

Nonetheless, I believe that if we want to really work toward the 
best marine ecosystem management and conservation for natural 
sustainability as well as optimum use for people’s welfare and 
food security, the narrative and understanding that only focuses on 
ecoregions and biodiversity ar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We 
have to be aware and understand well that these regions are also the 
home of many coastal communities and sea oriented ethnic groups. 
The Minahasan in North Sulawesi, the Bajau who scatter all over 
Sulawasi Islands and beyond, Orang Selayar (the People of Selayar), 
the Butonese, the Bugenesee and Makasares are to name some of them.  
These people have developed special relation with the sea through their 
belief system, depth (traditional) knowledge on marine ecosystem, 
traditional fishing practices and etc. The culture of these people have 
guided them to interact with marine ecosystem with care and nurturing. 



097

Traditional Maritime Skills and Knowledge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As we shall see below, these people do not see the maritime realms as 
‘public property’ which is the same as belong to no one (Hardin 1968). 
With this, I would argue that   unless, we add the knowledge about these 
people and their culture to the bucket of ‘ecoregion, our work on natural 
resource management will be sufficient. The narrative of ecoregion 
should be completed with the understanding about socio-cultural issues 
to become socio-ecoregions.

This paper will try to provide some examples of maritime culture of 
those living in Sulawesi regions. In this regard, the paper will look at 
maritime knowledge, fishing practices, traditional fisheries management 
of the Sangihe, Selayar people, Butonese and Makasarese. These people 
have developed special relation with the sea through belief system, 
depth (traditional) knowledge on marine ecosystem, traditional fishing 
practices and strategies, etc. I would not pretend that this paper will 
be a comprehenship understanding of the people’s maritime culture 
in Sulawesi Islands, but will highlight the fact that these people, with 
their culture, have been practicing the culture of marine resource 
management. In the discourse of collaborative marine resource 
management (Co-management), these practice present important basis 
for a better fisheries management (see Ruddle and Satria 2010). 

CULTURAL 
DIVERSITY 
IN SULAWESI 
REGIONS: 
TRADITIONAL 
KNOWLEDGE, 
FISHING 
TRADITION 
AND 
TRADITIONAL 
MARINE 
RESOURCE 
MANAGEMENT

The Sangihe People and Marine Culture1 
The Sangihe people or in Indonesia is called Orang Sangir, is an ethnic 
group originated in the District of Sangir Talaud, North Sulawesi. The 
people of Sangir are well known for their maritime culture. Actually, 
this is natural if we look at the fact that they live in an archipelago 
of small islands (Figure 2). Maritime culture is a means of adapting 
themselves to their habitat, the place of live and developing livelihoods. 

Coastal communities in Sangihe Talaud have very intimate association 
with coastal water where they life. They identified fishing grounds with 
names which also indicate their familiarit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osystem. In Kahakitang Island for example, people identified ten 
main fishing grounds specific for Malalugis (Decapterus spp.) (Figure 

1. This section is generated from Ulaelan, A. J, S. Hoetagaol and M. S. Kagho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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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 coastal tenure, although, they do not claim ownership to a 
particular coastal water, fishing for demersal resources usually located 
in the water adjacent to their village. Fisher will avoid fishing in others’ 
people coastal water. This means that there is a sense of affiliation 
between coastal water with adjacent community for fishing demersal 
fish. Nonetheless, there are several fishing grounds that are traditionally 
considered as shared areas. In these areas people from different villages 
will fish freely. They might even share the catch or drive away those 
who are considered as non-member fishers. 

Figure 2.  The Location of Sangihe People

A well-known tradition of the Sangihe is the tradition of Seke-Maneke. 
This tradition is associated with the fishing of Malalugis (Decapterus 
spp.) (Figure 4). The fish which comes to the area seasonally is very 
important source of income and food, the importance of which has 
triggered people to establish a special tradition to catch them. During 
the olden time, this fish can only be caught by a set of gear and boat 
called Seke which consist of Pandihe (wooden fence-like gear, Figure 8) 
and three boats (Londe; the boat for keeping and transporting the catch, 
Kengkang; the boat for keeping and transporting the Pandihe and Pamo; 
the boat for the f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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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p adapted from Bakosurtanal, Behongan Lembar 2419-22/31/23 
(Source:Ulaen, Hoetagaol and Kaghoo (2014,p.140))

Figure 4.   Pandihe (Source: Mantjoro (1965) in Ulaen, Hoetagaol and Kaghoo 
(2014,p.16))

Maneke is the fishing for Malalugis using the Seke. This is done by 
a group of 40-50 people who form a seke group. Figure 5 shows the 
social organization of a seke group.  The group is led by Tonaseng 
Karuane or Tonaas, he is the person responsible for led all the fishing 
activities.  Other than considered as knowledgeable, he is also the one 
who has spiritual power. The second leader is Tonaseng Karuane. He 
leads setting the pandihe once he gets sign from Toaseng Pekuite. He 
is also the one who has to lead activiti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fishing   gear. Mandereso is in charge of keeping the harvest 
and distribute the share. Mandore in the position in charge for group 
mobilization during fishing prepatration. Finally, Lekdeng is are the rest 
members of the group, they are the ordinary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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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Seke Group (Source: Ulaen 2014)

Every Seke group has their own fishing spot. Unless with the permit of 
the group that own particular spot, other group is not allowed fishing 
in others’ fishing spot. For example, in Makalehi Island, they have six 
Seke groups. Each group is only allowed to fish in the fishing spot(s) 
they are appointed based on communal agreement. The Seke Potas can 
only fish at Dumpise and Pangkunang. The Seke Yamangsara’s fishing 
spots are Liang Kambing and Malendang. Seke Rario can only fish at 
Saghe Kadio and Saghe Labo, etc.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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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ishing Spots Allocation in Makalehi Island Water (Source: Ulaen, 
Hoetagaol and Kaghoo (2014))

People of Karokotan village have been practicing a tradition called 
Eha for generations. This tradition is, in essence, a tradition of closing 
season for designated areas or resources. In the sea, this tradition 
applies in nine spots of three islands’ water. These include Lenggoto, 
Ale’e, Apan and Dansunan around the Island of Kakorotan, Ranne, 
Abuwu and Ondenbui around Intata island, Melele and Sawan around 
the island of Malo. People usually close each site from fishing for a 
year. Those who break the closing season, will be punished in the form 
of physical punishment or fine decided by a customary court.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the closing season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e 
fish the reproduce. 

As the closing season ends another tradition follow. This is the tradition 
of Mane’e. This is the tradition of harvesting the fish protec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ha tradition. The tradition of Mane’e starts 
by a ritual of request for God’s blessing led by traditional spiritual 
leader. The blessing of God and ancestors are needed for the good 
harvest and safety during the communal festival Mane’e. 

Some people will start preparing the gear that will be used to drive 
the fish on the fishing day. The gear is a very long rope with woven of 
coconut leaves. On the day of the harvest, people will bring the gear to 
the fishing spot. They will half cycle the fishing spot and drive the fish 
toward a particular spot on the beach. Once the fish are cornered in the 
shallow water, a traditional leader, usually the traditional king (Raja) 
will fish using a long spear and hold the captured fish up on his s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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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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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other important leaders will do the same as the Raja. In turn, all 
people will follow harvesting the fish, using various gear such as scoop 
or harpoon/spear. 

Selayar is an island to the south off Makassar city. The people of 
Selayar has some traditions of regulating fishing activities in their 
coastal water. This practice is different from village to village. The 
following discussion refers to the tradition of Bungaiya village. 
This village is located on the north part of Selayar Island (Figure 7). 
Bungaiaya villagers claim that they have the management right the 
coastal water adjacent to their land village area. Although anyone can 
fish in the village waters, they should follow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fish in the area. 

Some regulations apply in the village waters are, first, that the coastal 
water is divided into three zones. These are no take zone, buffer zone 
(both are also called Daerah Perlindungan Laut or conservation area) 
and traditional fishing zone. No fishing is allowed in no take zone, 
while buffer zone is for non-extractive activities such as snorkeling 
or diving. Fishing is only permitted in traditional fishing zone. The 
location of stationary fish trap (Sero in Indonesian language and Bilah 
in Local language (Figure 8) is private property. Only the owner of the 
location is permitted to set the gear. Once the owner of Sero sets the 
gear, the area within 40 phantoms from the gear should be free from 
fishing activities of other gear. This means that fishing with other gear is 
prohibited in the area. Destructive fishing, e.g. cyanide and blast fishing 
are totally prohibited.  Diving with torch (head light) and spear-gun 
during night is also banned. This prohibition is applied for two reasons. 
First, because the gear is too effective thus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fish. Second, the use of it is not fair for those fishers fishing with 
more traditional gear. The use of bottom scoop is prohibited in the 
seaweed culture location.

2.  The data developed in this section is based on the project of Capturing Coral 
Reef and Associated Ecosystem Services, implemented by Queensland University. 
I worked with Prof. Helen Ross and Ali Yansyah Abdurahim  gathering the 
information. Other information on coastal community-based management in 
Selayar can be checked in H. Ross, A. Y. Abdurrahim, A. Phehan. 2019 and Nils,  A.Y. 
Abdurrahim, P.  Mumby,  H.  Ross. 2019

TRADITIONAL 
FISHERIES  
MANAGEMENT 
IN SELAYA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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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Bungaya Village on Selayar Island (Source: Modified from Google earth)

Figure 8. Sero (Bilah) (Foto: Dedi S Adhuri)

The village regulation also sets the punishment and fine for those violate 
the rules. Usually the punishment involves the confiscation of the catch, 
gear or boat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violations. Fine is also levied 
for fishers use destructive gear or techniques such as potassium cyanide 
and blast fishing. 

Other than the above mentioned rules, people in Selayar have a tradition 
called Ombo. This tradition refers to the secrecy of the knowledge on 
particular fishing spot. Usually senior fishers have special knowledg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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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fishing spot that is hidden from other fishers. The fisher treats 
this special fishing spot as their ‘saving account,’ he will fish in this 
particular spot when he gets no fish from other spots. He usually fishes 
in the spot alone and hides from other fishers. 

Buton is the name of an island, an ethnic group, a language and a district 
located in South East Sulawesi. It is one-hour flight from Makassar 
(Figure 9). As an ethnic group the people of Buton (Butnonese) is well 
known as the maritime ethnic group. They are skillful fishers, sailors 
and boat builders. The followings are some of their cultural/traditional 
knowledge on coastal territorie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knowledge 
is particularly taken form Wabula, a traditional domain in Buton.

The people of Wabula claim communal territorial rights to both land 
and coastal water. For land, they call their communal territory as 
pangko and name their communal coastal water as Nambo (Figure 9). 
For Nambo, they differentiate several areas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area:  Nambo Longka-longka is the area of mangrove, Nambo 
Parangkudu is sea grass bed, Nambo Pasi is coral reef area and Nambo 
Kito is the deep sea. People also names places with serve certain 
function. Nambo Picikoluanio ponu is the place where turtle nests their 
eggs and Nambo Hou is the fish nursery ground.

Some regulations manage fishing in the nambo area. These include 
the prohibition of destructing fishing such as fish poisoning and blast 
fishing. In order to protect the small fish, people also regulate the mest 
size of their net and fish trap (bubu). Further, the people of Wabula 
also apply the tradition of Ombo. This is the tradition of closing season 
similar to the tradition of Eha in North Sulawesi.  Ombo can be applied 
to an area within the nambo or specific resource(s) that lives in the area. 
Once ombo is applied fishing is totally close. Only when the Ombo is 
lifted, the access is open to local population.

All the management regulations are controlled by adat committee 
consist of Parabela (the adat leader) and Imam (the religious leader). In 

3.  This section is based on Subdit Masyarakat Hukum Aaat 2017. Identifikasi dan 
Pemetaan Masyarakat Adat: Masyarakat Adat Wabula, Kabupaten Buton, Provinsi 
Sulawesi  Tenggara. 

TRADITIONAL 
COASTAL 
KNOWLEDGE  
IN BUT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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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violation, this committee decides the punishment or fine for the 
culprit.   

Figure 9.  Buton Island and Communal Territor y of Wabula © Peraturan Bupati 
Buton, 2018

Sulawesi Islands are well known as a hotspot of bio-diversity, 
particularly coral reef, coral reef fish mangrove and sea grass. They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coral triangle regions, the regions under 
the authority of six countries that have been the global attention for 
conservation.  While most information concern on environment or 
ecological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cultural diversity of the 
regions. It shows that the people living in these regions are also 
diverse in culture, thus this regions are also rich with socio-cultural 
diversity. The paper also highlights traditional knowledge on marine 
territory resource management of these people.  In the discourse of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articularly the common pool resources, 
these knowledge and practices are very important 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In that regard, I 
would argue that the discussion on Coral Reeef Regions should not only 
focus on nature environment but should also deal with socio-cultural 
aspect. This means that the discourse should talk about socio-ecological 
systems rather than only focus on ecological systems.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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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was published in Journal of Ocean & Culture. 
Vol. 2, 2019
Adhuri Dedi Supriadi. Socio-Ecological Diversities of the Sulawesi 
Islands. J. Ocean Cult. 2019;2:22-36.
https://doi.org/10.33522/joc.20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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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E VA‘A TĀ PALOLO –  
THE PALOLO FISHING CANOE

Galumalemana Steve Percival

Tiapapata Art Centre inc., Samoa

2-4

E au i le tauola, e au i le fāgota. 
Tend the fish basket, become the fisher.
Samoan Pro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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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Introduction

Building a canoe for the palolo1 rise, an event that occurs twice in a 
year, is rarely described and documented in moving and still images. 
With accompanying text capturing knowledge   shared by a Master 
Craftsman, Lesā Motusaga of Sa‘anapu village in Samoa, this paper 
provides insights in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ociated with 
the building of a paopao2, dugout canoe, for a rich fishing tradition. 
Palolo, a delicacy that rises pre-dawn from coral beds seven days after 
the full moon in October and November, is known as the caviar of the 
Pacific, an apt description given the high price people are willing to 
pay for this rare seafood3. Briefly, it is a seafood with significant socio-
cultural value now enjoying high, if not inflated, economic value. 

The natural environment is not a typical classroom but is, insofar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oncerned, an important setting where 
knowledge is transmitted, particularly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and tapu or sa, the sacred laws or forbidden acts designed for its 
protection and conservation

Samoan culture, despite successive waves of globalization, has 
maintained a rich and distinguished cultural heritage that supports a 
way of life with many distinct features. People often use the catch-
all phrase “fa‘a-Samoa,” to differentiate this distinctiveness: in the 
manner of the Samoans. But there have been sea changes in many of 
the Samoan world views that traditionally supported their way of life: 
the impacts of alien cultures, administrative and spiritual colonization, 
the shift to a cash economy and a foreign diet, to name a few, have all 
brought change to the fa‘a-Samoa, a way of life once supported by 

1.   Palolo are actually worm-like sacs of eggs and of sperm from the female and male 
forms of a sea annelid (Palola siciliensis, Grube, 1840. Palolo viridis, Grray, 1847. 
Eunice viridis, Kramer, 1903)  which spends its life in crevices in the coral depths. 
Source: The Rising of the Palolo, South Pacific Bulletin, July 1962.

2.     The paopao is one of several types of boats traditionally built by the Samoans. All 
other boats are no longer built in Samoa and include the vaʻa-alo, a small fishing 
canoe, the large single-hulled canoes identified by the number of boons (e.g., lā‘au 
lima or five-barred), ʻalia, the Samoan double canoe which, when very large, is also  
known as the va'a-tele. Other boats were often built using with planked wood and 
could also be fitted with sails to become va‘a-fai-lā. Source: https://en.wikipedia.
org/wiki/Va%27a

3.   Palolo sold for record prices in 2019. See for example: https://samoaglobalnews.
com/the-cost-of-palolo-reaches-a-record-high-this-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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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ranging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sustaining a rich bod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The knowledge and competence applied to traditional Samoan house 
building and boat-craft are two examples of ICH that have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first contact with foreigners. Such decline means more 
than just the loss of a particular set of skills or tangible expressions 
of culture. The discovery and making of cultural products created 
wellsprings for the Samoan language. The decline in one leads to 
loss in the other. When words no longer have a meaningful reference 
point, they are apt to be forgotten or misused over time. Losing the 
art forms and the language also erodes cultural identity shaped by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reover, cultural erosion can lead 
to loss in biodiversity with once-needed species of native flora no 
longer protected. The niu‘afa or sennit coconut tree, once found near 
settlements is now hard to find with fewer sennit makers and a declining 
conservation of the trees4. A similar loss seems to have occurred with 
the plant once preferred to make house thatching, tolo fualau5. Samoan 
sandalwood, asi manogi6, used to make fragrant coconut oil, seems also 
to have disappeared from the environment or is certainly now extremely 
rare. In an age of information overload, it is easy to forget what our 
forbears knew so intimately – the natural world that sustained their way 
of life. 

The skills needed for house building and boat-craft are commonly found 
in one person – the  tufuga – an expert artisan. At the highest of level 
of expertise is the matua o faiva, the elder artisan or Master craftsman 
who leads a project. As work proceeds, it is not uncommon to hear the 
phrase: “mālō le silasila i Lau Afioga le Matua o Faiva” – good eye to 

4   Anecodotal evidence discovered during research conducted by the author for the 
production “O le fAfa Samoa,” a documentary film and companion booklet on the 
making and use of ‘afa (coconut sennit). To lose this coconut variety will be a great 
loss to the biodiversity of Samoa and indeed the world, as the niu‘afa is considered 
to be the longest variety on the planet, with husks measuring up to half a meter in 
length. 2013.  

5 Ibid.

6.   Tui Atua Tupua Tamasese Ta’isi Efi, in ‘Tau mai na o le pua ula’ – Fragrancing Samoan 
Thought
University of Otago Public Lecture, Dunedin, New Zealand, 9 March 2009. Source: 
http://www.head-of-state-samoa.ws/speeches_pdf/Tupua%20Fragrance%20
paper%2008%2003%2009%20FINAL%20OTAG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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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ir, the elder craftsman. The matua o faiva was held in such high 
esteem that he was also titled “agai o tupu,” the companion of kings7. 

This paper presents some of the knowledge and expertise shared with 
the author by Tōfā Lesā Fa‘anū Motusaga, a tulafale or orator-chief 
and a Matua o Faiva skilled in house and boat building. He builds a 
paopao just before the first of two spawnings of the palolo, events that 
occur over a three-day period in October and November each year. 
The common belief is that the yield in October is stronger along the 
coastline of Savaii while the catch in November is stronger in Upolu. 
The reasons for this are unclear but anecdotal evidence suggests that 
this is no longer certain with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marine environment8.

●   Tamaligi, Falcataria moluccana: an invasive species not considered 
useful for any other purpose. 

●   Tamanu, ma‘ali, gasu, tavai, moso‘oi, ‘ulu, and pipi: preferred native 
trees for boats.

●   Fau, Hibiscus tiliaceus, a beach or sea hibiscus of the Tropical almond 
family: Used for the boon or float. 

●   Ma‘ailili, tava, akone: Other species often used for the boon or float. 

●   Filifiloa, a slender and strong tree with a girth around the size of a 
thumb: used as pegs attaching the outrigger boon to the two booms 
lashed to the boat.

●   Togo vao, Ardisia elliptica, an invasive species and recent addition 
to the littoral forest on the Sa‘anapu coast, and lala, Uraria 
lagopodioides, possibly another invasive species: These are supple 
and are curved to create the palolo fishing nets. 

●   Poumuli, Flueggea flexuosa, a dense hardwood commonly used for 

7 .    Te Rangi Hiroa (P.H.Buck), Samoan Material Culture, 1930. Source: http://nzetc.
victoria.ac.nz/tm/scholarly/tei-BucSamo.html 

8 Conversation with Lesā, 6 October 2020.

2.   Trees are an 
important 
aspect in any 
building project. 
For the paopao 
documented 
in this 
presentation, 
the following 
tree species 
were used or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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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poles and preferred by some boat builders for making paddles. 
Other species that can be used are: tava, akone, ma‘alili, and tamanu.

●   Milo, Thespesia populnea (Malvaceae, of the Mallow family), aptly 
named Pacific Rosewood: the preferred species used to make handles 
for hafted adzes. 

With an extensive knowled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tufuga is 
more than an expert craftsman; he is a keeper of indigenous ecological 
knowledge, one who knows the forest and the rituals that effectively 
serve to protect it for a sustainable future. Tufuga are warde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prising knowledge systems and know-
how not learned in a classroom. 

Subsistence farming and fisheries are still very important for sustainable 
livelihoods and the dietary health of rural Samoans.9. The population 
of Samoa in 2016 was 194,88610. There are few paid jobs in  rural 
villages.

a.   Iliafi, chainsaw: widely used and now essential piece of equipment. 

b.   To‘i, axe: used for roughing out the hull, removing large chunks of 
wood. 

c.   To‘i fafau, hafted steel adzes: A straight-edged adze and a curved 
steel adze used on convex surfaces such as the hull. 

To‘i ma‘a, stone adzes, are no longer a part of Samoa’s traditional 
creative industry and how these were made and used are a mystery to 
modern tufuga. Lesā was unable to offer any insights or knowledge 
concerning stone tools.

9.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in the formal sector in the June 2020 quarter was 
24,358 (0.3% lower than the same quarter in 2019). Source: https://www.sbs.gov.
ws/images/sbs-documents/Finance/Employment/2020/Employment_Report_
June_2020_Quarter.pdf 

10.   Samoa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Abstract, 2018. Source: https://www.sbs.gov.
ws/images/sbs-documents/social/Abstract/Abstract2018.pdf 

3.   Implements: 
The principle 
tools of the 
trad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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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maligi (Falcataria moluccana) growing some 200 meters from 
Lesā’s home was selected for this project. It is less than 5 years old 
and stands 12 – 15 meters in height. When the tree falls the stump is 
covered; a vestige of ancient rituals associated with tree felling. Earlier 
research suggests that Samoan tufuga of old would first invoke a 
ritual seeking permission from the tree and thanking it for its sacrifice, 
regarding humans and trees as kin11. Lesā explained that the tree stump 
is covered in order that the canoe will not pā or crack at its ends.

O le liu o le Va ‘a – Carving the hull is laborious work. After turning the 
log to its floating position, a series of parallel chainsaw cuts are made, 
perpendicular to the log. An axe wielder follows taking off large chunks 
of wood with each blow (Figure 1).

The chainsaw next creates a series of zigzag cuts, again followed by the 
axe, then cuts out the bow and stern leaving rings of wood at each end 
to help ensure the ends do not crack. 

Hafted adzes used are called to‘i fafau but the curved steel adze is 
known as the to‘ū.

Figure 1.  Cross-section of log showing first part removed

11   The late Siatua Leulua‘iali‘i, a respected elder and cultural custodian, was 
interviewed by the author in 2008 and he recalled his father saying that whenever 
he was going to cut a tree down in the forest he would first address the tree as if 
asking for permission to do so.

4. The boat 
bui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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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i fafau, a hafted adze with a straight steel blade. The to‘ū, a hafted adze 
with a curved steel blade.

The first cuts. Rālio roughing out the hull [Photograph by Denisa Maňásková]

Shown right is a hafted stone adze 
made by the author. 
O le ama o le Va ‘a – The boon 
i s  made f rom fau  (Hibiscus 
tiliaceus). It is light in colour and 
weight but is strong and can be 
reused from a previous canoe. It 
is attached to the boat with booms 
pegged and strapped to the boon 
(refer Figure 2 on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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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showing dimensions and names of parts of the boat (Figure 2).

Figure 2.  The dugout canoe carved in four days by Master Craftsman Lesa 
Fa'anu Motusaga

In his landmark study12, Maori anthropologist Te Rangi Hiroa 
documented a dugout canoe and his drawing (lower) is almost identical 
to the canoe made by Lesā (Figure 3).13 

Figure 3.  The canoe made by Lesā(above) and the canoe made by Te Rangi 
Hiroa(lower)

12   Te Rangi Hiroa (P.H. Buck), 1930, Samoan Material Culture, Bernice P. Bishop 
Museum Bulletin 75. Honolulu, Hawaii: B.P. Bishop Museum

13 Tofa I‘iga Pisa, The Rising of the Palolo, South Pacific Bulletin, July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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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end refers to a war between corals and earth creatures. Corals 
won the war and took worms as prisoners, to serve their masters on 
the seabed. These “worms,” the palolo, were permitted to rise to 
the surface of the sea twice a year. Relating to this legend is a fable 
that the palolo were born from the union of corals and the captive 
worms. In another legend, the war is between birds and fishes. When 
assembling the fish battalion, the palolo were not enlisted as they 
were considered weak. The birds won that battle and many fish 
suffered but the palolo survived unscathed only to later be attacked 
by war waged on them by humans. 

b.   Two origins for the name palolo14. The first connects the word pā, 
fishhook or lure, to the word lolo, a reference to the oily liquid that 
is formed in the samilolo, young coconut flesh fermented in seawater 
and relished by elders in the period leading up to the palolo rise.
The other origin, recorded by Turner in 1884 and Kramer in 1903, 
links pā to lolo, referring to the oily appearance of the palolo when it 
reaches the surface of the sea.

c. Alagāupu, proverbs15.

●   Fefulisa‘i fa‘alā‘au mamafa: To turn like a heavy log – when looking 
for the best innate orientation of the boat. A favorable shift in mindset 
that supports a proposal such as the selection of an orator-chief to 
speak.

●   Tofī, tofā le la‘au: Cut the wood hither and thither. The arduous and 
haphazard work on the hull of the boat. Deliberations in a meeting can 
turn this way and that before arriving at a consensus. 

●   Sa‘ili i le tai le aga a le va‘a: Test the characteristics of a boat at sea. 
The true test of a boat is how it performs in the water before it is used. 

              16.

14 Ibid.

15   These proverbs were shared with the author by Rālio Togipau Laufale, Lesā’s 
grandson. 

6.    Lefale, Penehuro, NIWA, Water & Atmosphere 11(2) 2003 https://niwa.co.nz/sites/
niwa.co.nz/files/import/attachments/samoa.pdf 

5.   Legends13, the 
name palolo, 
and pro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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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palolo 
season in the 
year16

July Palolo mua The first promise of palolo. 

August
Toe palolo, Palolo 
muli 

The last season before the palolo

September Mulifā
End of the terrestrial growing 
season. 

October Lefanoga, Lotuaga 

Named after the special prayers 
offered to the gods for rain. The 
palolo rises on the 7th morning 
(pre-dawn) after the full moon 
(malupeaūa).  A “first visit” 
takes place (asi le palolo) with 
subsequent vists on the next two 
mornings. 

Novembe
Taumafamua, 
Tagaloata’u

The first of plenty. Fish and 
other food become plentiful at 
this time. The second palolo 
spawning takes place 7 days 
after the last night of the full 
moon in November.

Palolo signifies more than a rare delicacy. It is the advent of spring as 
expressed in the proverb “a mōmona le vao, e tapisa le gataifale17,” 
when the forest is heavy (with fruit as seen by feasting pigeons), the 
coastline is noisy (with people harvesting seafood). The rainy season 
also begins with heavy downpours known as Vaipalolo. 

Those fishing for palolo commonly wear garlands of fragrant flowers 
and leaves – moso‘oi (Canangium odoratum), lagaali (Aglaia), or 
laumaile (Alyxia) – suggesting an affinity between people and riches 
provided by nature. Anecdotal evidence suggests increasingly fewer 
people are engaging in this cultural practice often attributing a poor 
catch to this. Another reason cited by several people to the author, is 
that palolo should not be sold but given away freely.

17   This proverb was shared with the author in 2011 by Tōfā Agafili Tuitolova‘a who 
claims to have derived the expression from the original proverb: a mafua le vao 
matua, e mafua fo‘i le gataifale – when the forest is full of fruit so too is the sea full 
of fish. Tuitolova‘a’s version is cryptic but has the same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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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fuga provides an important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Samoan way of life. 

Documentation of the building of a paopao for palolo fishing has been 
through high resolution digital video and images. With this record, 
the Tiapapata Art Centre Inc.18, with Ms. Denisa Maňásková, plans to 
produce two films – a shorter movie with emphasis on audio-visual 
creativity, and a longer, educational film with interviews.  A photo-essay 
on this subject will also be published by the Tiapapata Art Centre Inc. 
Through this record, it is hoped tha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ociated with the building of the paopao and fishing for palolo may 
b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Figure 4.  Lesā Laufale Fa'anū fishing for palolo at dawn in October 2014. 
Wearing a fragrant flower necklace, he uses a tennis racket frame 
fitted with a net to catch the rare delicacy.

18   The Tiapapata Art Centre Inc. is a charitable trust established in Samoa in 2006 to 
promote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s and crafts. The author of this paper is 
its Managing Trustee. 

7.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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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lolo, a rare seafood delicacy known as the cavier of the Pacific, 
rises only two times in a year.

*All images by the author unless otherwise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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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IGATING THREATS,  
EXPANDING OPPORTUNITIES:  
MARITI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MATSUSHIMA BAY, JAPAN

Alyne Delaney

Center for Northeast Asian Studies,  
Tohoku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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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ATSUSHIMA 
BAY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of intangible 
maritime cultural heritage among coastal residents and fishing 
cooperative association members who work and live in the Matsushima 
Bay region of Miyagi, Japan. 

The Matsushima Bay has a rich history of peoples living around and 
accessing the sea’s resources since at least the Middle Jomon Period 
(4000 to 2500 BC). The Bay, named a quasi-national park and known as 
one of the three most scenic places in Japan, was made famous by the 
poet Basho who visited the area in 1690.

Today, however, the area suffers from high population density in the 
surrounding mainland, intense industry along the coast, demographic 
change in the coastal communities, and the impacts of the tsunami 
generated by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ith these challenges, maritime ICH is at risk, and with it, communities 
and ways of life since, if ICH can help strengthen 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the loss of ICH can weaken it.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structure the lives of coastal communities, strengthening 
shared understandings of the local culture and environment. Two 
communities, maritime events, “Minato Matsuri” and “Hama O-bon”, 
will be present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uch activities.

Maritime ICH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The paper thus also touches upon local 
concepts of “fisher-forests” and “sato-umi” and presents local examples 
of coastal community activities which, along with fishers’ local 
ecological knowledge, supports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goals.

The Matsushima Bay region’s land- and seascapes have nurtured unique 
cultures and livelihoods for centuries. The area is rich in marine and 
maritime resources with the sea forming the backbone of livelihoods 
and ways of life. The area is also protected by legislati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Touris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in the region, with 
nearly 8.4 million tourists from Japan and abroad in 2014 (Miyagi 
Prefecture 2016) in the pre-COVID 19 pandemic era. The fishe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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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culture) sector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socio-
ecological production landscapes and seascapes (SEPLS) found around 
Matsushima Bay. Archaeological excavations have uncovered more 
than 70 shell mounds in the area. This suggests that some 6,000 years 
ago the region was already home to satoumi communities, where people 
caught available fish and shellfish, many of which are still commonly 
consumed in the region, including oysters and clams (Okumatsushima 
Jomon-mura History Museum 2002). Excavated pottery shows that 
a salt-making culture had been developed at this point as well. The 
shallow and calm waters of Matsushima Bay have allowed people to 
make their livelihoods from farming oysters and seaweed, and this has 
played a considerable role in shaping the SEPLS of the bay. 

Figure 1.  View of the Matsushima Bay (Source: Alyne Delaney)

Oyster farming in the Matsushima Bay began in pre-modern times, and 
its history can be traced back as far as the late 17th century (Miyagi 
Prefecture 1994). Seaweed (nori and wakame) aquaculture started 
prior to WWII but its scale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post-WWII 
era (Miyagi Prefecture 1993 and 1995). Oysters and seaweed (nori) 
produced in this region are both considered among the highest quality 
in Japan. While products from Matsushima Bay are currently sold in the 
domestic market, the bay was once tightly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markets. A variety of fish are caught in the bay by small-scale fishers. 
Matsushima Bay also provides rich grounds for eelgrass (amamo),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a cradle of the sea” as it provides 
spawning grounds as well as habitats for juvenil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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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SEPLS, AND 
CULTURE

Any discussion of coastal environmental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must necessarily include focus on maritime ICH and the production of 
socio-ecological landscapes and seascapes (SEPLS).

In Japan, entry into fisheries and aquaculture is limited by the allocation 
of fishery rights and fishery licenses by the government (national and 
local). For coastal fisheries, rights are managed by fishery cooperatives 
(FCAs), and only individuals who meet certain conditions, such as 
being resident locally and engaging in fishing for a minimum number 
of working days, can be considered for membership to participate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activities in the cooperative’s fishing grounds. 
Thus, the FCA member becomes de facto bound to one landscape/
seascape (SEPLS) for as long as they continue fishing or cultivating. 
This is why – aside from a few new entrants – the vast majority of 
fishing families in this sector have been engaged in these activities for 
generations. 

The area hosts many local festivals and activities, which are a part of 
not only the broader Japanese culture, but also are specific customs and 
rituals born from being a part of the local SEPL and socio-ecological 
system.  This includes the Minato (port) festival; and Hama (beach) 

The tsunami generated by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3.11) 
severely affected the ecosystems of Matsushima Bay. The tsunami not 
only washed away homes, aquaculture facilities and boats, but also 
uprooted eelgrass (90% destroyed), resulting in ecological changes to 
the marine environment. Yet, continued efforts by local people and a 
variety of stakeholders, combined with the resilience of nature, have 
resulted in the fisheries and aquaculture sector rebounding, leading one 
oyster farmer to proudly state that “since Matsushima Bay contains a lot 
of high quality seaweed and makes a good ‘soup’, oysters grown inside 
the bay (naiwan) are so tasty!” (Minohara & Blasiak 2018).

As one would expect in such a coastal, marine region, fisheries and 
aquaculture form the nexus of food security, livelihoods and human 
well-being. Less well-known, but just as important, is that these also 
shape critical features of cultural heritage and community cohesion 
(Coulthard, Johnson & McGregor 2011; Minohara & Blasia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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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  The Minato festival was begun in the post-WWII to revive 
the fisheries industry and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It includes 
Shinto rituals, including the kami being placed in a portable shrine 
and carried down from the Shiogama Shrine and taken aboard a boat 
and taken around a portion of the Shiogama and Matsushima Bays in 
a flotilla. This has antecedents in history as visits and offerings were 
historically made from the Shiogama Shrine to the Hanabuchi Shrine 
(Shichigahama; history of 2400 years) by boat. 

The Minato matsuri includes aspects of the native, Shinto “religion” 
while the next to be discussed ceremony includes those of Buddhism. 
O-bon, is the “day of the dead” where Japanese commemorate their 
ancestors.  Actually it usually includes 3 days in mid-August.  Hama- 
o-bon, meanwhile, is a ceremony specifically held for those who 
have died at sea by drowning. The ceremonies witnessed included 
commemorating not only family members, but also those unknown who 
washed ashore.

Figure 2.  Sending souls back during Hama O-bon (Source: Alyne Delaney)

In addition to these specifical CH festivals and ceremonies, the 
maritime ICH also includes environmental aspects.  Socio-ecological 
landscapes and seascapes SEPLS often contain what the Japanese term 
as sato-umi. Sato-umi is a coastal area where biological productivity 
and biodiversity has increased through human interaction. In Japanese, 
"SATO" means the area where people live, and "UMI" means the 
sea. Sato-umi is an important sea-area which has been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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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cultural exchanges through such things as fisheries and the 
distribution of products. 

Thus, these are Socioecological systems which include both nature and 
human-beings.  They are often areas in with high biological productivity 
and biodiversity. In order for it to be considered Sato-umi, it requires 
substance circulation, ecosystems and contact with people, and activity 
spheres and entities that perform activities.

Many of these areas have also seen rise of Fisherman’s Forest 
movements. These began in the 1980. 森は海の恋人 (The forest is 
a lover of the sea), Miyagi Prefecture, was the first to gain national 
attention. For it to be successful, volunteerism is key, but maintaining 
this is difficult. Accessing and maintaining ties to people in the 
mountains is of critical importance.  Some areas have now worked on 
mutual aid—planting trees in the mountains one year, with a beach 
clean up the next.

The maritime ICH found in these regions—as evidence by the SELPS 
and sato-umi-- also had a role to play in saving lives in the area during 
3.11. Minohara & Blasiak (2015) investigated how how loss of life 
under such extreme conditions was minimized in the Matsushima Bay’s 
Urato Islands and the potential role that SEPLS and cultural linkages 
played in mitigating the damage. In their study, they also focus on the 
resilience of these SEPLS in the years following the 2011 disasters. 
With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nd the projected increase in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weather events, understanding and 
promoting resilience in the face of disasters is of crucial importance 
(Murray and Eb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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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ough it has taken longer in Japan than in other areas of the world 
(e.g., Denmark where I lived for 17 years), intangible Maritime CH is 
currently at risk, and with it, communities and ways of life. I state this 
since, if ICH can help strengthen 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the 
loss of ICH can weaken it.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structure the lives of coastal community members and strengthen shared 
understandings of the local culture and environment. Changes are 
taking place, however, in how these festivals and practices are viewed 
and practiced. 

Maritime ICH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The paper thus also touched upon local 
concepts of “fisher-forests” and “sato-umi” and presented local 
examples of coastal community activities which, along with fishers’ 
local ecological knowledge, supports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goals. Today, these activities seen through citizen movement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campaigns, are undertaken in many areas as a 
way to reach the broader society and get people interested in preserving 
the environment through people’s individual actions (e.g., eelgrass 
planting).

Map 1.  Japan and Tohoku region 
(Wikipedia)

Map 2.  Matsushima Bay area of Miyagi, 
Tohoku (Source: Minohara, 
Cooling, and Blasia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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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해양과 연안 공동체 관련 무형문화유산은 어쩌면 군소도서개발국에게 가

장 소중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군소도서개발국 주민들의 해양

풍습, 표출, 표현,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본 행사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이란 군소도서개발국의 문화적 구성요소들, 특히, 우리의 

정체성과 계보를 보여주는 삶과 사회의 현실적인 요소와 상징적인 요소 

모두를 넓게 칭하는 용어입니다. 지식과 풍습, 세대 간 전승이라는 무형

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도구, 사물, 공예품과 문화공간들은 공

동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서도서

개발국은 이들의 상호작용을 해양과 해양사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전전통과 표현, 상징, 공연과 사회적 풍습, 의식, 축제 등의 

무형유산은 개발 계획에서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이 개

발 프레임워크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

다.

이번 웨비나가 물리적 거리두기와 정서적 고립이 두드러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열린 만큼, 지금은 해양문화유산이라는 맥락에서 개

발의 두 가지 측면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행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풍습, 의식, 행

사와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형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미치는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작은 섬, 자신의 

집, 자신의 방에 일시적으로 갇혀 있으면서, 가족과 이웃, 방문객,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사교 행사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정서적 닻이 될 수 있

습니다.

해양무형유산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해볼 때, 코로나19는 지속가능한 개발

에 관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떤 종

류의 경제성장을 원하는가? 누구를 위해 어떤 사회가 되고 싶은가? 이러

한 고민을 할 때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문화적 삶에서, 그리고 현재의 기후 상황과 관련한 생물다양성 문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산업과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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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창작물들이 관광에 의존하는 경제의 생계지원에 수행하는 역할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해양 전통과 연안 및 해양자원이 주민들의 삶을 에워

싸고 있고, 주요 관광지 역할을 하는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태평양 지역의 관광은 중단되었고 우리는 이것이 무형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서 다양한 수준의 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평화와 안보 문

제는 사람들의 정체성, 문화,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위

협받는다면, 사람들은 건강과 경제적 안녕에 대한 고민을 그만둘 겁니다.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는 지식기술 등 아태

센터가 다루는 분야와 관련해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디지털 열위에 있는 군소도서개발국에서는 지식의 합법

성, 디지털화된 지식의 소유권과 사용 등의 문제로 인해 기술이 침입자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영향을 받은 각각의 군소도서개

발국들은 자신들의 무형 해양문화유산을 지키고 대중화하기 위해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지식을 보유한 

공동체가 디지털화된 형태의 지식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디지털 기술은 무형 해양문화

유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가상화

되는 세계에서 무형유산를 화석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니샤 

소장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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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아시아 태평양에서 모인 무형유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0 해양 무

형유산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 환영합

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해

양 문화유산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네스코아피아사

무소의 니샤 소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유산은 인간과 바다가 접촉하며 다양한 문화자원을 포함하여 만들어

진 총체적인 문화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위

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

니다. 이제는 해양유산에 대한 단순한 연구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지속가

능한 삶을 위한 다각화된 시각과 보호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 때입니다. 

해양 유산은 해안 공동체의 삶 그 자체입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는 해양, 바다 및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

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려는 방법으로 해안 공동체의 

전통 지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의 추진을 앞둔 해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아태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해양 무형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센터는 2018년 대한민국 

서울, 2019년 베트남 호이안에서 해양 무형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를 

했고, 3회차를 맞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

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회의는 시기적으로 직면한 어려운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

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동이 제

한되면서, 네트워킹 센터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주요 임무였

던 센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기획했던 

행사–세미나, 회의, 포럼-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했으며, 고립

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무형유산 보호 의식을 공유하고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전환을 통해 배운 것은, 다 같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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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또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틀간 아태지역 10개국의 해양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에 관한 귀한 사

례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회의

를 통해 인류의 해양 무형유산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기형

사무총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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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무형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아테나 트라카다스 공동위원장

유엔 해양과학10개년 헤리티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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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2021-30)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중 특히 14번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

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다룹니다.1 

이를 위해,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위원회(IOC)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사업(UN Decade)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이것

은 실행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UN Decade의 가장 큰 목적은 14번 목

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위한 해결책을 직접적으

로 알려줄 과학 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계 해양 건강의 연구와 평가에서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

동의 프레임워크를 촉진합니다. UN Decade는 또한 다중의 이해당사자

가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제

공합니다. 설계를 통해, UN Decade는 해양과학 획득과 지식 창출 방식

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습니다.2 

UN Decade는 2030년까지 아래의 사회적 기대성과들(기존 6개에서 

2020년 8월 7번째가 추가됨)을 달성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해양”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양”으로 이동하기 위한 틀을 만들었습니다. 

1. 오염원인이 식별되고 감소되고 제거된 깨끗한 바다

2.   해양 생태계가 이해되고, 보호되고, 회복되고, 관리되는 건

강하고 회복력 있는 바다

3.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과 해양경제를 지원하는 생산적인 바다

4.   사회가 해양 상태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측 가

능한 바다

1 https://sdgs.un.org/goals/goal14

2   IOC/UNESCO, Implementation Plan Summary (August 2020): p. 6 (참고: https://
www.oceandecadeheritage.org/wp-content/uploads/2020/10/687-20-IOC-Decade-
Implementation-Plan-Summary-compressed_1597065320-1.pdf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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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 관련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생계가 보호되는 안전한 바다 

6.   자료, 정보, 기술, 혁신에 열려있고 공평한 접근이 가능한 접

근 가능한 바다 

7.   사회가 인간의 웰빙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해양을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고무적이고 참여적인 바다3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세대를 이어 전승된 “풍습, 표출, 표현, 지식, 기술, 뿐만 아니라 이와 관

련된 도구, 사물, 공예품과 문화 공간”은 “환경, 자연과의 상호작용, 그리

고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공동체와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고 강조했습니다.4 무형유산은 또한 중요하게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

조건들과 양립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무형유산, 특히 다양한 

해양 수역과 관련된 무형유산은 해양문화유산 또는 해양무형유산, 즉 바

로 본 회의의 주제인 “해양 무형유산: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과 생

태계 구축”을 포함합니다.5 

따라서, 해양과학 획득과 지식 창출 방법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논할 때, 

UN Decade는 해양의 자연과 문화 유산 뿐만 아니라 무형/토착/전통 문

화에 대한 초점을 증가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양무형유산은 이러

한 지식 기반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IOC/UNESCO,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30)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July 2020) (참고: https://
www.oceandecadeheritage.org/wp-content/uploads/2020/09/Ocean-Decade-
Implementation-Plan-Version-2-0-compressed_1599176045.pdf

4   UNESCO,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CH, Article 2 
§1 (참고: https://ich.unesco.org/en/convention).

5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유네스코 아피아 사무소의 후원으로 본 세미나를 주최

하신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와 금기형 사무총장님, 그리고 유네스코 

아태센터 협력네트워크실에 기조강연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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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산은 UN Decade의 맥락에서 점점 더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회 유엔 해양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 촉구 선언문 “우리의 해

양, 우리의 미래”에서, 회원국들은 해양이 “자연과 문화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6 이해당사자들에게 “해양의 자연 및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

습니다.7 이 선언문 이후, UN Decade를 위한 로드맵 초안(2018년 6월 

발행, 논의 촉진을 위해 마련됨)에서는 “’해양과학’이 사회과학과 인간적 

측면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8 이

러한 광범위한 진술이 문화유산에 어떤 의미인지 기획회의, 이해당사자 

포럼, 지역 워크샵이 열리는 UN Decade의 준비단계(2018-2020)에서 

명확히 정의되어야 했습니다. 

해양과학 10개년 헤리티지 네트워크(ODHN)9는 2019년 5월 코펜하겐 

덴마크 국립박물관이 주최한 UN Decade의 첫번째 글로벌 기획 회의에

서 결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1명의 해양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했

고, 이들의 목적은 UN Decade의 준비단계에서 프레임워크, 행동, 실행 

계획의 초안이 작성되는 동안 문화유산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었

습니다.  

ODHN의 목적은 두 가지 입니다. 

-   UN Decade의 준비단계(2018-20)와 실행단계(2021-30) 

동안 해양과학 내 문화유산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유

산공동체 내에서 UN Decade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

체로부터의 글로벌 대응을 조율하는 것

6   UN General Assembly, Our ocean, our future: call for action. A/71/L.74 (30 

June, 2017): Annex §3 (참고: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290893?ln=en).

7 Our ocean, our future: call for action: Annex §13.d.

8   UNESCO, Revised Roadmap for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OC/EC-LI/2 (18 June, 2018): Annex 3, p. 5, §9 (참고: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141). 

9 www.oceandecadeherita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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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2030 아젠다에서 UN Decade와 유네스코 문화지표

의 관련성에 특히 주목하여, 우리의 바다와 해양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받

는 것10

2019년 5월 ODHN은 UN Decade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유산 관련 핵심 

이해당사자 중 하나가 되어, 2020년 가을 UN 총회에서 승인을 위해 제

출될 회의 결과물 작성과,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의 초안 작성에 피드백

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 Decade의 준비와 이해당사자 피드백 과정의 결과물이 2020년 7월

에 나온 실행계획 2.0입니다. 여기에서는 “해양과학은 광범위하다. 이것

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 지역 및 토착 지식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

조합니다.11 UN Decade의 실행계획 2.0에는 지역 및 토착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가 더 많이 있으며, 이곳에 특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들

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과학은 지역 및 토착 지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함

한다”고 명시12 

●   “지역 및 토착 지식을 주요 지식 원천으로 포함하는” 해양과

학의 변혁을 정의13

●   UN Decade의 행동 기준에 “지역 및 토착 지식 보유자들과 

협력 및 참여”를 포함14

●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소스는 지역 및 토착 지식

과 같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통찰들을 포함한다”고 명시15 

10 https://whc.unesco.org/en/culture2030indicators

11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i.

12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1.

13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7.

14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17

15 I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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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해안지대는 “인간과 해양의 상호작용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

는 연안 지역 등 현재 데이터가 부족한 지역”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주목되었습니다.16 

3. 문화유산과 UN Decade

ODHN 내에서 주된 논점 중 하나는 해양문화유산이 UN Decade의 7가

지 사회적 기대성과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 바를 설명하는 것이

었습니다. ODHN은 일부 수정을 포함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깨끗한 바다: 문화유산은 난파선, 채광 폐기물, 육지 기반 자원들로 인한 

유산 오염의 정도와 위험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깨끗

한 바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는 해양문화유산(해저문화유

산&무형문화유산)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바다: 문화유산은 많은 연안 및 해양 생태계가 어

떻게 현재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겪는 압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유산은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측 가능한 바다: “바다의 과거”, 즉 역사적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바다의 현재를 이해하고, 변화와 이것이 인간의 웰빙과 생

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바다: 문화유산은 이전에 발생한 재앙들의 영향을 포함해 과거와 

현재 연안 지역의 서식과 개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인간의 적응 사례를 제시하며, 회복력을 증진시킵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확과 생산이 가능한 바다: 문화 유산은 특히 레크

리에이션과 관광을 통해 청색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생산성 향상

은 대체불가능한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증진합니다. 

16 mplementation Plan Version 2.0, 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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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바다: 문화 유산에 관한 정보는 인류가 바다 및 대

양과 맺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고무적이고 참여적인 바다: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는 대중에게 흥미를 불

러일으키고, 다양한 해양적 소양의 주제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

다.17 

4. 해양무형유산 네트워크 구축 

ODHN은 UN Decade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도달하

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해양문화유산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라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

이 있고, 헤리티지 네트워크는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

한 이해당사자 집단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공유된 목표를 향해 일

하는 것에는 힘과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동맹을 구축하고 정

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실제로, 연안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그

리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UN Decade의 실행계획 요약문에는 UN Decade가 직면하는 도전을 해

결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대성과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역, 분야, 주제별 이해당사자 참여 플랫

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UN Decade의 비전 달성에 기여하

기 위해 협력하는 현존하는 또는 새로운 해양 당사자 집단. 집단들은 지

리적 위치를 기반으로(예, 지역수준), 특별한 주제를 위해(예, 심해, 수중

문화유산), 혹은 특정 이해당사자집단(예, NGO 또는 민간부문)을 위해 

모일 수 있다.”18 

17   Modified from Trakadas, A., A. Firth, D. Gregory, D. Elkin, U. Guerin, J. 

Henderson, J. Kimura, D. Scott-Ireton, Y. Shashoua, C. Underwood & A. 

Viduka, The Ocean Decade Heritage Network: integrating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2021-2030. Journal of Maritime 

Archaeology 14.2 (2019): 153-165.

18 Implementation Plan Summary,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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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회의의 세번째 목표가 “아태지역 해양 무

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네트워크 구축”인 만큼,19 공식

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 플

랫폼과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지역 또는 더 넓은 지역에서 주제별로 초점

을 맞추었습니다. 또 다른 선택사항은 비슷하거나 때로는 포괄적인 이해

와 목표를 갖는 기존 네트워크에 합류하거나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해양문화유산 관련 네트워크 일부는 ODHN 홈페이지의 리소스 페이지

에 나열되어 있습니다.20 

궁극적으로, UN Decade는 현대화와 기후변화에 맞서 지속가능한 미래

에 도달하기 위해 보호될 수 있는 무형/토착/전통 문화 등의 해양문화유

산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회입니다. 해양문화유산 관

련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문화유산이 우리의 해안과 

바다, 대양의 지속가능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또한 해양

과학 획득과 지식 창출 방법에 있어서 UN Decade의 “패러다임 전환”에 

어떻게 문화유산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목소리를 제공함으

로서 시너지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림 1. 모로코 암타, 해변 지인망 낚시 (2007) 사진: 

19   ICHCAP, Webinar Series on Maritime ICH; Maritime Living Heritage; Building 

Sustainable Livelihood and Ecosystems in the Asia-Pacific Region (October 

2020), p. 2.

20 https://www.oceandecadeheritage.org/resourc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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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해안 공동체는 해양지식을 이용해 조간대 해안, 맹그로브, 갯

벌, 해안림, 산호초 등 다양한 생태학적 지위를 점하는 자원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태국어로 ‘바다인’을 의미하는 차오라이(Chao Lay), 즉 태국

의 바다 유목민들은 섬과 해안지역에 일시적인 거주지를 만들어 살아왔

던 토착민들이다. 태국 남부 지역에서 총 43개의 촌락을 이루고 있는 모

켄족(Moken), 모클렌족(Moklen), 우락라워이족(Urak Rawoi)은 수 세

기 동안 바다와 숲을 현명하게 활용했던 해양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차오라이는 “물을 보고 바람을 알고, 하늘을 보고 별을 기억하는” 위대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uain 2008). 지금도 일부 공동체에

서는 해양지식과 기술이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는 태국 남부 푸켓 주의 라와이 해안 공동체이

다. 차오라이의 두 부족인 우락라워이족과 모켄족은 수백 년 전부터 이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했는데, 해안 근처의 얕은 물과 인근의 산호초가 있

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이 양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만

(灣)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거주지로서뿐만 아니라 땅과 바

다의 풍부한 자원 덕분에 수렵과 어업에도 매우 적합했다. 거주지 선택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하며, 섬과 해안에 있는 차오라이 마을 대부분은 

바람과 태풍으로부터 보호받는 만이나 해안에 위치해 있다. 담수는 주변

에서 샘, 냇물, 연못의 형태로 쉽게 발견된다.

우락라워이족의 프라후(Prahu)와 모켄족의 카방(Kabang)은 해양 반유

목민 생활의 핵심을 보여주는 전통 선박이다. 과거에 이들은 이동수단이

자 수상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모켄족의 카방은 

2018년 태국 문화부 문화홍보과에 의해 태국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

었다. 인간과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독특한 선박 덕분에 모켄족과 우락라

워이족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에 접근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

다. 프라후와 카방은 모두 긴 판다누스잎을 등나무밧줄로 묶어 만든 삼각

형의 돛이 달려있고, 긴 노를 사용했다.

전통적인 프라후와 카방은 어떠한 합성 부품도 사용하지 않고 화학물질

이나 오염방지 도료도 필요하지 않다. 유지보수는 간단해서 보트 주인 스

스로 할 수 있다. 마감재는 나무껍질을 망치로 잘게 부숴 만드는데, 마감

재로 틈을 메우고 나면 딥테로카르푸스(Dipterocarp) 나무의 진액을 발

서론

해양생활의 핵심: 
선박과 선박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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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봉한다. 그렇게 작업한 보트는 보수를 할 때마다 가벼워져 부력이 더

욱 좋아지며 보트 주인은 잘 관리된 보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모켄족의 카방이 진화해온 모습은 기술의 변화, 카방의 건조와 유지보

수, 선상생활과 이동, 그 이면의 무형문화유산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Ivanoff 2000). 모켄족의 카방은 통나무 속을 파내 만든 배 위에 고정된 

등나무밧줄로 살라카줄기(Zalacca wallichiana)를 묶어 뱃전을 만들었

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이 줄기들은 길고 가벼워 배 안에 물이 차도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래서 카방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였다. 카방에 

바닷물이 들어와도 물을 재빨리 퍼내고 나면 카방은 다시 뜰 수 있다. 카

방에서 생활하는 모켄족은 이러한 선박의 특성과 바다 및 주변 섬에 대한 

조예가 깊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느낌을 받는다. 해양 이동이 어려운 우기

나 폭풍우 시기에는 카방을 해안으로 끌어올린다. 살라카 나무는 마르면 

더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눈에는 모든 카방이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모켄족은 각각의 카방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구분할 수 있고 멀리

서도 누구의 카방인지 알아본다(Hinshiranan 2001). 

‘2세대’ 카방은 살라카 대신 나무판자를 덧댄 통나무배이다. 나무판자를 

덧댄 카방은 돛을 달기엔 너무 무거워서 돛과 노 대신 디젤 모터가 그 자

리를 대신했다. ‘3세대’ 카방은 나무판자만으로 만들어졌다. 나무판자는 

통나무배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졌지만 판자가 상했을 때 한 장씩 쉽게 교

체할 수 있다. 모켄족이 이 기술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였을 때 이들은 상

대적으로 자급자족했고 금전적 비용이 들어가는 외부 기술과 도움에 의

존하지 않았다. 게다가 잦은 항해와 이동은 더 넓은 지역의 천연자원을 

사용하면서 환경을 훼손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모켄족의 삶과 선상생활

은 좀 더 지속가능했고, 기록에 의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 팡응가 주

의 수린섬에 사는 모켄족은 여전히 메르귀 제도에 사는 친구와 친척들을 

방문해 집단 간 강한 결속을 유지했다.

불행히도 태국 내 대부분의 우락라워이족에서 전통선박 제조기술이 사라

졌다. 수린섬 공동체에서 소수의 나이든 모켄 남성들이 숲에서 보트를 만

들기에 적합한 나무를 고르는 법과 카방을 만드는 법을 아직 기억하고 있

다. 그러나 큰 나무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국립공원이나 보호림, 또는 개

인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이 해양 유목민들의 선박제조기술과 지식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와이 공동체의 경우, 오늘날 우락라워이족과 모켄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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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차오라이의 무형문화유산은 사라졌다. 여전히 수렵채집과 고기잡이

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종하기 어렵고 유지비용이 비싼 모터 달린 선

박인 화통(Hua-thong)을 사용해야 한다.

화통보트가 도입되고 모터 사용으로 인한 디젤 연료 비용이 발생하면서 

차오라이의 집단 간 방문과 교류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좌식생활이 늘고 

이동이 뜸해지면서 사교 모임도 줄어들었고, 공동체 의식 또한 여러 섬의 

통합적인 문화적 정체성에서 특정 섬의 정체성으로 축소되었다.

비록 우락라워이족과 모켄족이 화통보트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는 여전히 전통 방식의 선박 제작에 대한 생생한 기억으로 손쉽게 실제 선

박을 축소한 모형 선박을 만들 수 있다. 푸켓 주 시레 공동체의 우락라워

이족과 팡응가 주 수린섬의 모켄족은 이 지식을 활용해 아름다운 프라후

와 카방 전통선박 모형을 제작한다(Arunotai 2008). 그러나 이 선박들은 

차오라이 공동체 내에서만 판매되므로 여전히 판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해양 수렵-채집 지식 라와이의 두 차오라이 부족들은 모두 바다와 해안에서 식량을 찾는 데 능

숙한 수렵-채집인들이었다. 해안에는 대합과 같은 조개류가 있어서 아이

들과 노인들은 숟가락을 이용해 땅을 파거나 모래를 훑으며 조개를 찾는 

것을 돕는다. 썰물이 되면 차오라이는 더 깊이 들어가 게나 굴, 작은 문어

를 찾는다. 모래 속에 풍부한 작은 조개류, 석화, 작은 게, 해삼은 바다에 

나가는 것이 어렵거나 위험한 폭풍우의 시기를 대비한 비축자원이다. 여

성과 노인, 아이들은 여전히 이러한 식량자원들을 찾는 지식을 가지고 있

고 이것은 가장 가난한 가족들과 가장 어려운 시기를 위한 식량확보에 도

움이 된다. 이렇게 동시에 해양지식과 기술은 차오라이의 사회적 유대와 

집단의식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해양지식과 기술은 차오라이 언어의 지명에도 반영되어 있다. 라와이 지

역과 푸켓 섬 주변에서도 차오라이 지명들이 많다. 이 지명들은 차오라이

의 육지와 바다 풍경에 대한 집단적 기억의 표현이자 그 지역을 반영하는 

오랜 역사와 끈끈한 유대를 재확인한다. 집단적 기억은 전통신앙과 함께 

차오라이가 특정 지역을 보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라와이에는 담수를 

제공하는 수로가 있고 차오라이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 동안 이곳에 

보트를 묶어 둔다. 몇몇 차오라이 노인들은 어린 시절 수로에서 목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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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람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 돌에 내려치거나 세면대를 만들기 위해 

모래를 파던 것을 기억했다. 수로의 안쪽을 따라 이어진 모래언덕은 죽은 

아기를 묻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차오라이는 장소에 영혼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장소를 평화롭고 깨끗하게 지키고 존중하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다(Arunotai 2019).

차오라이인 우락라워이족과 모켄족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감정적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이 매우 강하다. 이들

은 멀리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외부인과 결혼한 사람도 보통 배우자를 

데려와 공동체 내에서 산다.

관광 개발과 해양무형문
화유산의 영향

수산자원 및 여타 해양자원이 줄어들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해양보호

지역에서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차오라이는 점차 생계수단과 전통적인 

지식을 잃어가고 있다. 관광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콘크리트 형태의 

호텔과 리조트, 식당과 상업지구, 그리고 최근에는 술집 등이 라와이 공

동체를 둘러싸게 되었고, 그 결과 관광 인프라와 활동이 이곳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라와이 공동체에서 차오라이는 작은 생선 가판대를 세워 남는 어획량을 

팔아 돈을 마련하곤 했지만 관광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해산물 가판대

와 선물가게, 식당이 라와이 마을의 입구에 줄지어 세워졌다. 그러나 이

들은 대부분 바닷가와 ‘바다인’ 마을의 명성을 이용해 부를 쌓으려는 외

부인들의 소유이다.

어업과 채집을 하는 차오라이가 줄어들고 있다. 해양자원이 줄어들고 여

러 해양 지역이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어업과 채집 장

소가 줄어들었다. 여전히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도 더 먼 바다로 나가 

더 오랜 시간 머무르며 위험한 방법으로 고기잡이를 한다. 차오라이의 신

성한 공간과 숭배의 장소는 상업적인 땅으로 변했다(Arunotai 2017).

오늘날의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와이 공동체는 코로나 사

태로 인한 봉쇄에 가까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눔과 베품의 원칙으로 다

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카렌족 산악 원주민 공동체와 차오라이 공

동체는 ‘생선과 쌀의 교환’으로 공동체의 식량을 확보했으며, 이는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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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준 봉쇄 상황이 식량 분배와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동안, 흔히 등한

시하는 지식과 기술이 편의점이나 현대식 상점에서 구매한 식량에 의존

하는 도시인들에게 어떻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차오라이의 지식과 기술은 지금 빠져나가는 썰물과 같다. 그

러나 천연자원의 회복과 재생, 더불어 시장경제와 보존 정책들이 전통적

인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된다면 되살아나는 활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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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라칸 말로로스 연안지역 
여성어민들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역량 강화

1-2

엘미라 트리나 펠라요

필리핀 불라칸주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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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흔히 ’보이지 않는 어민들‘로 불린

다. 이들이 하는 일은 어획 전 미끼 채취, 어망 수리, 배우자를 위한 식사

준비가 있고, 어획 후에는 물고기를 해안으로 가져오기, 분류하기, 세척

하기 등 다양하다. 여성들은 보통 집안일과 관련이 있다. 이들이 연안 공

동체에서 생계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어업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사회적 인정도 경제적 보상도 받

지 못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개발을 위한 최우선 목표는 여성들이 

생산적이고 자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

식을 통해 여성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파트너로

서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역량 강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수립하며,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식량 안보 확대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 여성어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룬다. 

사회적 포용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원사용 기회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일이다. 연안 공동체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

고, 정책 입안과 시행에서 이들의 복지를 고려한다면 여성어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어업에서의 여성 포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사항, 성격, 경험, 활동, 가치에 근거해 여성어민들

의 종합적인 초상을 그리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해안 환경에서 사회

적 포용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가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서론

선행연구 검토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업에서 여성어민들이 겪는 삶과 활동을 살펴보는 민족지학

적 연구이다. 양적 설계를 통해 가치와 행동, 신념, 언어, 학습된 패턴을 

보여준다.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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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인종지학적 방법으로 참여 관찰, 1:1면담,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한 삼각측량방식이 사용되었다. 참여 관찰은 참가자들의 어로 활동, 언

어와 비언어 의사소통, 공동체 전반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1 면

담은 18세 이상, 3년 이상 어업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5년 이상 해안 

공동체에서 거주한 33명의 여성 어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토론은 역량 강화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선별된 8명의 여성어민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불라칸 말로로스 시 해안 바랑가이 5곳, 즉 바바트닌

(Babatnin), 칼릴리가완(Caliligawan), 마실(Masile), 나마얀(Namayan), 

파마라완(Pamarawan)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1. 5개의 바랑가이 해안 지역을 포함한 말롤로스 시의 지도  

            출처: City Google Maps 2020.

연구방법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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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1.   나마말라이스단(Namamalaisdaan)/양식업 

노동자 여성어민들은 양육자이자 다른 주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팔

라이즈단(palaisdaan, 양어장)의 운영자로 일한다. 이들은 보통 반타

이(bantay)라고 불리며 연 3-4회 주기로 양어장을 세팅하고, 사료 주

는 것을 모니터하며, 보호하는 일을 맡는다. 이들은 청소, 배수, 건조, 

물 채우기와 같이 양어장 준비도 담당한다. 긴 어획 시간 동안 간단한 

장부 작성과 식사도 제공한다.

위험감수자

1. 낙구굴라만(Naggugulaman)/해초 채집가

여성어민들은 굴라만-다갓(gulaman-dagat)이라고 알려진 홍조

류로부터 추출한 젤리 같은 물질, 요리용 젤라틴 대체물질, 청량

음료를 위한 청정제, 양동이를 만들 때 필요한 혼합제를 제공한

다.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은 오전 5시경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

가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맨손이나 대나무 막대기

로 해초를 배 안으로 퍼올린다. 모아진 해조류는 빠른 건조를 위

해 빨랫줄에 널어 둔다. 그 후 지역 시장에 가져가거나 플라스틱 

거래상들에게 킬로당 25 필리핀 페소에 판매한다. 이들은 15일

간 대개 10-20킬로를 수확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들이 반

카(banca) 보트를 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매일 일을 하기 위해 

하루에 30 필리핀 페소를 주고 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2. 마나날라바(Mananalaba)/굴 채집가

탈라바[(talaba, 굴)를 채집하는 여성들은 정오인 12시에 일을 시작한

다. 이들은 보통 30분가량 혼자서 노를 저어서 채집장소로 간다. 채집

장소에 도착하면 보트를 안전한 곳에 정박시키고 허리까지 오는 물속

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망치와 자체 제작한 허리 가방, 스크루드라이버

를 가지고 그날의 채집을 시작한다. 채집이 끝나면 이들은 집으로 돌아

와서 굴을 씻고 껍데기를 제거한다. 마나날라바는 밀물로 해수면이 높

아지면 익사할 위험이 있다.

3. 나마마클라드(Namamaklad)/어부

나마마클라드 여성은 주기적으로 반카를 타고 나가서 배우자와 함께 

조업하며 위험을 감수한다. 조업은 이르면 밤 10시부터 시작한다. 이

여성어민들의 경험: 
특징, 활동, 믿음,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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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외해에 있는 양식장으로 배를 타고 나가 불안정한 날씨에 노출되

고, 오직 달과 별만이 그들의 동료가 된다. 남서부에서 불어오는 하바

갓(habagat) 몬순 시기 동안 격랑을 일으키는 강풍은 낚시를 생명을 위

협하는 활동으로 만든다. 여성 어부들이 그날 밤 잡은 어획물을 분류하

는 지루한 일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강한 신체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임신 8개월 차에도 여전히 일을 하기 때문에 활동에 제한은 없고 출산  

4개월 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이들이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보

살핌과 영양을 주기 위해 데리고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인플루언서

1. 바쿨레라(Bakulera)/수산물 도매상

바쿨레라는 수산물 거래업의 전방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잡

은 여성 수산물 거래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바쿨레라는 종종 섬에서  

‘거물’거래상으로 여겨지고, 거래일이 마감되고 최대 10,000-20,000 

필리핀 페소의 순수익을 얻는다. 바쿨레라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주

요 항구에 나가서 거래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 이들의 배는 바니에라(banyera), 즉 독특한 색상의 양동이들과 독

자적인 문양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콘시그나시온(consignacion)’, 즉  

‘거물‘중개상과 어획물의 가격을 협상한다. 여러 판매상을 통해 다양

한 시장으로 유통될 수산물의 가장 큰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품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전략가

1. 틴데라(Tindera)/생선 판매상

틴데라는 자신들의 공동체나 먼 곳의 바랑가이에 생선을 판매하는 행

상인이다. 이들의 활동은 대개 새벽 3시경 항구에서 모터보트가 도착

하길 기다리면서 시작한다. 이들은 대나무나 플라스틱 바구니와 양동

이에 하루 판매량인 5-20kg을 확보한다. 그러고 나서 서둘러 반카를 

타고 마을이나 바랑가이의 주요 도로로 향한다.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

면 페디캡(pedicap, 옆에 좌석이 달린 자전거)을 구하고, 가져온 생선

을 배열한 뒤 정기적으로 다니는 약 7km 거리의 경로로 행상을 떠난

다. 이들은 대개 수키들(suki), 즉 단골고객들에게 자신들이 도착했음

을 알리는 말들을 외친다.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상품

이 있는지 알려주고 사전 주문을 받는다. 생선을 씻거나 야채를 가져다

주는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159

포용적 사회발전을 위한 전통 해양기술과 지식

기술장인

1. 마그-아신(Mag-aasin)/소금생산자

염전은 천일염 생산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한다. 소금생산자의 일은 염

전 바닥과 응축판, 소금물 펌프 설치와 수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 그러고 나서 실제 천일염 제조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소금을 수

확한다. 수확을 위해서는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을 기다려야

만 한다.

2. 마그바바궁(Magbabagoong)/새우젓갈을 만드는 사람

바궁(Bagoong, 새우젓갈)은 대부분의 음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

로 알라망(alamang, 발효된 크릴새우)으로 만든다. 마그바바궁은 오전 

4-5시경 크릴새우의 파마마캬우(pamamakyaw, 도매 구입)로 시작한

다. 소매상들은 크릴새우 양동이 5개 분량 또는 7kg을 산다. 그리고 집

으로 가서 크릴새우를 씻고 각 양동이마다 7kg의 소금을 뿌려 1주일간 

큰 타파얀(tapayan, 크고 오래된 질항아리) 속에서 숙성시킨다. 이들은 

맨손으로 용액을 섞는 만큼 숙성된 크릴새우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는다.

3. 마그투투요(Magtutuyo)/절인 생선을 만드는 사람

생선은 상하기 쉬워서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훈연이나 햇볕에 말려 

가공한 상태로 제공된다. 생선 가공은 당일의 어획물을 신선하게 유지

하기 위한 냉장시설이나 냉동설비가 없는 연안 지역에 적합하다. 가공

처리는 생선의 풍미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가마나 연료로 쓸 만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성어민들은 훈연은 선호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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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필리핀의 기후변화가 잦아지고 더욱 강력한 태풍과 바

닷물의 극심한 온난화가 발생하면서 산호초는 폐사하고 물고기들은 

수온이 낮은 바다로 이동했다. 남동부 몬순은 8개월에서 4개월까지 줄

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매일의 음식에 대한 그들의 의존성은 물론 

어부들의 잠재적인 수입에도 영향을 준다.

2. 오염문제

도시화로 인한 변화는 수산자원의 악화를 가져왔다. 연안 또는 해양자

원에 의존하는 공동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고기 폐사, 생식 문제, 

어획량 감소, 기형 어종 발견 등 관련된 피해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3.재정적 여유 

어업활동으로 얻은 현금 수입은 음식이나 아이들의 용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질구레한 물건 구입 등 다양한 지출에 사용된다. 여성어민

들은 이렇게 종종 자신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희생하면서 생선 

거래와 관련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제한된다.

4.제품보존

생선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세심한 처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즉시 시

장으로 보내지지 않으면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즉각적인 가공이 요

구된다. 냉장시설과 얼음제조설비가 갖춰지지 못하면 여성어민들이 

본토의 거래상들과 경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본 연구는 어업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최소한의 영역에 그친다는 생각에

서 벗어난다. 이것은 여성이 소금생산, 절인생선 만들기, 생선 도매상, 새

우젓갈 만들기, 생선 판매상, 사실상 어부와 해초 채집, 굴 채취, 양식 노

동자 등 연안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공한

다. 이것은 어머니나 아내, 연로하신 부모님의 딸로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가족과 공동체의 식량 안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어민

들은 여전히 어업 공동체를 위해 마련된 정책에서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

한다. 진정으로 이들의 복지 향상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여성어민들이 당

여성 역량 강화의 
도전과제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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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모델 

이 모델은 여성어민에 관한 정책 개선이 연안 환경에서 여성어민들의 사

회적 포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여성어민의 생활에서 단 한 가

지의 변화만 있어도 연안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생계수단을 자랑스러워 하고 더 노력하도록 고무할 수 있

다. 역량 강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확장하도록 자극하

고 촉진하며 다른 여성어민들에게는 조력자로서 도움을 준다.

권고

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정책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한

다.

여성은 집단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보였지만 당면한 과제

와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 향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하도록 하는 격려나 지도를 받지는 못했다.

지속가능한 어업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 어업 종사자들은 여성어민들

을 더 나은 어업 관리와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상적인 파

트너이자 협력자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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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레 호수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전통 해양 기술 

투투앙

미얀마 종교문화부 고고학및박물관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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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는 어떤 길도 찾을 수 없고 오직 물만 있다. 사람들은 수레가 아닌 

배로 이동하고, 배는 손이 아닌 다리로 움직이며 집은 땅이 아닌 물 위에 

지어진다." 이것은 인레호수의 이야기이다.

사진1. 인타족의 모습ⓒ키아우 키아우 윈 (Kyaw Kyaw Win, STY)

인레호수는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이고, 동부의 샨고원 서부 끝

자락에 위치한다. 대략적인 호수 넓이는 44.9제곱마일이고 최대 해발고

도는 2900피트(800미터)이다. 인레호수는 미얀마의 주요 관광지로, 산

에 둘러싸인 호수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 호수 위에 장대로 세워진 가옥

들, 아름다운 수상정원, 그리고 인타(Intha) 어부들의 문화적 풍습들로 

여행객들을 끌어들인다. 인레호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요 민족은 인타족

이지만 파오족(Pa Oh), 타웅요족(Taungyo), 카얀족(Kayan), 샨족(Shan)

이 다양성을 더한다.

인레호수에 사는 사람들은 인타(호수의 사람들)로 불린다. 이들은 호숫가

와 호수 위에 살면서 어업, 수공예, 수상정원과 호수의 삼각지에서 농작

물을 재배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인타족은 이동수단으로 목재 선박을 사

용한다. 장거리 이동은 엔진이 달린 롱테일 보트를 사용해 현지 사람들과 

물건을 나른다. 작은 배들은 일상생활에 사용된다.

인레호수의 주요 경제는 농작물 재배와 어업에 의존한다. 인타족은 특이

하게 배 위에 서서 한쪽 다리로 노를 젓는다. 이런 방식으로 노를 젓는 이

유는 호수에 갈대와 수초가 많아서 배 위에 앉아서 노를 저을 경우 갈대

와 수초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 젓는 방식은 성별과 무관하

고 사람들은 어린 나이부터 발로 노 젓는 법을 배운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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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인레 마을ⓒ키아우 키아우 윈 (Kyaw Kyaw Win, STY)

사진3. 한쪽 다리로 노 젓기ⓒ키아우 키아우 윈 (Kyaw Kyaw Win, STY)

수상정원은 관광명소이자 인레호수의 아름다움과 주요 생활방식을 보

여준다. “6개월간 어부, 6개월간 농부”라는 말은 인타족의 생활을 말한

다. 인타족은 연중 6개월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나머지 6개월간은 어업을 

한다. 수상농업은 인타족의 주요 생계수단으로 현지어로는 ‘예-찬(ye-

chan)’이라고 불리며 인레호수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재배 방식이다. 수

상섬(Kyawn Myaw)에는 천연섬과 인공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천연

수상섬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레옥잠, 갈대, 토사나 모래, 진흙이 뭉쳐서 

만들어진 작은 섬이다. 천연섬의 깊이는 100-120cm이다. 이곳에 사람

들은 원하는 작물을 심고 배로 끌거나 수위가 변할 때마다 자유롭게 위아

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호수 바닥에 대나무 장대로 꽂아 걸어둔다. 오늘

전통 수상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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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천연섬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정부에 의해 금지되었다. 그 결과 

인공수상섬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5. 수상정원ⓒL. 진 코 (L Zin Ko, Inlay) 사진6.  수상정원에 비료주기ⓒL. 진 코

(L. Zin Ko, Inlay)

인공섬은 정원의 풀과 갈대, 부레옥잠, 수상섬 표면에서 제거한 오일 토

양으로 만들고, 잔잔한 수면 위에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수리를 위해 3년

간 보관된다. 이 섬들은 천연섬보다는 깊이가 얕고 대부분 저수위 마을에

서 재배된다. 수상섬의 수명은 약 5년이고, 이후 호수 바닥에서 긁어낸 

진흙과 수초를 한 겹 얹고, 수리를 위한 더 많은 토사로 뒤덮은 뒤 1년간 

보관한 뒤 다시 재배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농부들이 호수 연안에서 섬에 

씨를 뿌리고 재배를 스스로 준비했지만 이제는 이미 준비된 섬을 구매한

다. 수상재배는 7월에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진다. 토마토가 섬의 주요 작

물이다. 다른 작물로는 콩, 오

이, 박, 그리고 집 안의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 판매되는 꽃이 

있다. 재배된 작물은 5일장에

서 직접 판매되고, 냐웅쉐

(Nyaung Shwe) ,  타웅기

(Taunggyi), 아웅판(Aung 

Pan) 도시의 중개인들에게도 

판매된다.

사진7.     수상정원에서 구매하는 중개인들ⓒL. 

진 코 (L Zin Ko, In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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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호수 지역의 
전통 어업

인타족의 두 번째 주요 생계수단은 어업이다. 한쪽 다리만 사용하는 어로

기술은 인레호수의 상징이다. 어부들은 작은 나무배의 끝자락에서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다른 다리는 노를 감아 배를 젓는다. 노를 젓는 동안 

손으로는 투망, 작살, 낚시를 할 수 있다.

사진8. 인레 호수의 어업 방식ⓒ코 투 라 (Ko Thu Ra)

인레호수의 어부들은 다양한 낚시법을 사용한다. 4가지 장비를 사용하는

데, 고정 자망(Htaungpyite), 낚싯바늘과 낚싯줄(Nga Myar Tan), 원추형 

대나무망(Saung), 통발(Myone)이 있다. 대중적이고 유명한 전통 방식은 

커다란 원추형 대나무망(Saung)을 이용하는 낚시인데 인타족 어부의 상

징이다. 최근에는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양이 적고, 이 장비를 이용해 잡

는 현지 어종(잉어류)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웅(Saung)의 사용

이 줄고 있고, 여행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보여주기용으로 사용

된다. 일상생활에서 어부들은 

보통 자망과 낚싯줄과 낚싯바

늘을 사용한다. 자망을 사용

할 때면 이들은 자리를 잡고 

어망을 설치한다. 그리고 대

나무 장대와 노로 수면을 쳐

서 물고기들을 놀라게 한다. 

놀란 물고기들은 어망으로 달

려든다.

사진9.     전통낚시용 대나무 원추망ⓒ윈 윈 묘 

(Yin Yin Myo, D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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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 인레 호수에서 잡은 생선들

신화에 의하면 공동체 전체가 호수의 아들이다. 따라서 호수의 자원을 이

용하는 데는 어떤 통제나 제한도 없다. 예를 들어 모든 어부는 마을이나 

호수의 어느 곳에서나 어망을 던질 수 있다. 마을 내부를 제외하고는 낚

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타족 사람들은 어부이자 

농부이다. 예를 들자면, 이들은 농사가 끝나야 낚시를 갈 수 있다.

가정에서 먹을 생선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마을 내에서 판매되거나, 배에

서 생선을 파는 상인들 또는 중개인을 통해 근처에서 열리는 5일장이나 

냐웅쉐와 타웅기에서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어업 시기는 5월에서 11월

까지이다. 전통적으로 어부들은 종교일, 안식일과 장날에는 낚시를 하지 

않는다. 낚시와 시장 시스템을 볼 때 인타족 어부들은 ‘상업적인 어부’가 

아니고 기본생활을 유지할 정도로만 수입을 벌어들인다.

사진11.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선ⓒ사이 론 (Sai Lone, T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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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예와 연사 
직조기술

인레호수에서 발견되는 해양기술은 수상정원과 어업뿐만이 아니다. 전통 

수공예 또한 인타족의 생계수단이다. 대장장이와 은세공인, 선박제작, 담

배 말기, 직조에 관한 지식은 세대를 이어 전해진다.

연사 직조는 정교한 수공예이고 인레호수의 또 다른 상징이다. 연사 직조

의 기원은 부처와 승려들에게 바치는 공물이었다. 오늘날 연사직물은 화

려한 제품과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다. 대부분의 연사 직조 기술자들은 여

성이고 가사노동도 함께 한다. 연사를 추출하는 과정은 연꽃 줄기를 2인

치 정도 칼로 잘라서 당기면 섬유가 추출되고 이들을 말아서 가늘고 긴 

실을 만들고 나면 습기를 위해 물에 담근다. 연사의 기본 색깔은 크림색

이고 나무껍질이나 씨앗, 꽃잎과 과일 등의 천연재료로 염색을 한다. 연

사 추출과 천연 염색이 끝나면 베틀로 천을 짠다. 순수한 연사 직물은 비

싸지만 연사와 실크가 섞인 직물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연사 직물 

체험은 여행자와 현지 방문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사진12. 연사 직조 체험을 위한 연꽃             사진13.  코 탄 라잉 (Ko Than Hlaing) 직

조 워크샵에서 연사 추출하기

사진14.  인 포우 콘(In Pow Khon )마을의 연사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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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 호수 지역의 
문화활동

인레호수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신자이고 축제는 불교와 관련 있

다. 파웅도우 탑 축제는 미얀마의 축제들 중에서도 유명하다. 한 발로 노

를 젓는 100여 명의 어부들이 탄 긴 배가 4명의 부처 그림을 모신 로열 

카라웩 바지선을 끌고 간다. 로열 바지선은 인레호수 주변 21개 마을을 

방문하며 그림들은 각 마을의 주요 사원에서 하룻밤씩 보관된다. 선수들

이 서서 한 발로 노를 젓는 전통적인 롱보트 경기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이

다. 축제의 가장 큰 행사는 부처 그림이 냐웅쉐에 도착하는 날이다. 전국

의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모여 축하와 존경을 표한다. 이 축제는 인레

호수의 또 다른 문화적 풍습들과도 관련이 있다.

사진15. 파웅도우 축제ⓒ키아우 키아우 윈 (Kyaw Kyaw Win, STY)

사진16.  수백명의 어부들이 이끄는 바지선ⓒ파 푸 사르(Pha Phu Sar, In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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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7.  축제기간동안 파웅도우 탑을 향해 기도하는 마을 주민들ⓒ키아우 키아우 

윈 (Kyaw Kyaw Win, STY) 

사진18.  축제기간동안 펼쳐지는 보트 경기ⓒ파 푸 사르 (Pha Phu Sar, Inlay)

공동체, 지역경제, 
사회적 화합 

지역의 주요 경제는 토마토 생산이고 공동체는 농사에 의존한다. 어업은 

단지 그날그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으

로 인해 인레호수는 관광지가 되었고 이것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지역 내 상업을 위해 호수 거주민들은 파오족, 타웅요족, 다누족 등 산악 

부족과 협력하여 호수 주변에서 5일장을 연다. 5일장과 물 위에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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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이 상품 교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품들과 다양한 민족

이 호수 주변에서 만나 거래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모든 민족집단들이 테라바다 불교신자(Theravada 

Buddhism)라는 사실과 파웅도우 탑 축제에 의해 강화된 사회통합으로 완

성된다. 파웅도우 축제는 10월경 개최되어 한 달간 이어진다. 이 과정은 

모든 마을과 호수부족, 산악부족과 민족집단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화합과 사회적 통합의 핵심 요소이고, 민족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사진19.  인레 호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장면ⓒ따웅기

사진20. 수산시장ⓒ파 푸 사르 (Pha Phu Sar, In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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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응급상황: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공동체 

인레호수는 여행자와 현지 방문자들에게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는 관광에 기반한 직업과 수입의 기회가 많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관광업 규모는 줄었고 관광업에 의지한 사업들은 파산

했다. 작물과 토마토는 봉쇄로 인해 저가에 팔렸고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왔다. 농사로 번 수익이 생계를 위해 충분하지 않으면 고기잡이로 하

루 수입을 보완했다. 어업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생선 거래가 줄어 수입은 적었다. 5일장도 팬데믹 때문에 금지되었고 부

족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서도 인타족 사람들은 어업과 농작물 및 수공예 제품들을 냐웅쉐와 타웅

기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레 지

역의 민족들은 팬데믹에 맞서고 있고, 자신들의 전통과 풍습을 지키며 살

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진21.  코로나19 기간에 열린 시장ⓒ사이 론(Sai Lone, TGI)



173

포용적 사회발전을 위한 전통 해양기술과 지식

결론 결론적으로, 인레호수의 전통해양기술은 인타족 공동체는 물론 다른 민

족집단에 의해서도 활발히 사용된다. 전통지식은 일상 활동으로 전해졌

다. 인레의 전통 풍습에서 어업 등의 일은 남성이, 직조는 여성이 하는 등 

성정체성이 존재한다. 종교 풍습에서는 남성들만 파웅도우 바지선을 끌 

수 있다.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인타족은 사회문화활동의 

균형을 유지한다.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인레호수 지역

에는 전통과 문화, 풍습이 동반된 많은 경제활동이 존재한다. 인타족 사

람들은 생계를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한편 전통 풍습을 다음 세대에 전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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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의 가치 보존 및 지역사회 
화합 촉진: 탄 호아 지역 고래숭배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르 퐁 따오

베트남 국립민족학박물관, 베트남 사회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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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탄 호아 지역의
고래숭배축제

무형문화유산에 국경은 없지만 이들은 사람, 거주지, 그리고 풍습과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주권이 있다(Le Thi Minh Ly 2020). 이런 이유

로 저명한 프랑스 사회인류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912)은 

호주 부족의 종교적 생활에 관한 저서에서 축제에 관한 연구가 민족의 사

회생활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도 축제를 

‘원시사회’의 생활에서 중요한 사회적 행사로 개념화한 첫 번째 학자였을 

것이다. 고래숭배(Cau ngu)축제는 연안 어업 마을의 전통적인 문화적 공

간과 관습은 물론 전통의식, 놀이, 어민들의 지식을 재현한다. 또한 이 축

제는 바다와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오랜 철학과 바다에 관한 영적 믿음, 

그리고 미묘한 문화적 차이가 지역민들의 삶에서 보존되고 알려지길 바

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보여준다.

축제행사는 공동체의 중요한 문화적 경험을 보여주는 횡문화적 현상으

로, 축제의 정체성과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뒤르

켐의 가장 중요한 계승자 중 한 명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가 주장

했듯이 축제행사는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

서 특히 그러하다. 이후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많은 학자들이 사회구

조, 집단생활, 정치질서에 관한 연구에서 축제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인정

했다(Alessandro Testa 2014, 47; 2019, 6). 축제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

진 문화활동이고, 종교생활, 의식, 풍습,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 민속공

연(노래, 춤, 놀이, 공연 등), 경기, 오락, 요리 등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측

면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민족 문화 현상이다.

고래숭배축제는 응우 록(Ngu Loc Commune)을 포함해 베트남 중부와 

남부 연안 공동체들의 전형적인 문화상품이다. 이 축제는 지역별로 다양

한 이름으로 불리며 어업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공동체

의 종교-문화활동의 한 형태이다. 어민들은 고래가 바다에 사는 신성한 

생명체이고, 어부와 선원들의 구원자라는 공통된 개념을 공유한다. 어부

들의 삶은 바다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항해의 안전과 행운

이 고래와 해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이 축제는 공동체가 결속을 

재확인하고 고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며 보호와 풍어를 기원하기 위

한 기회이다. 동시에 이것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헤매는 혼령들에게 공

물을 바칠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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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역사, 개념, 순서, 의식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해양 어업 공동

체의 문화적 정체성, 사회생활과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 고래숭배축제는 

또한 바다와 섬의 주권에 관한 물질적, 정신적 증거와 과거, 현재, 미래의 

베트남 세대들이 바다와 함께한 경험이라는 역사적 자료의 원천이다. 이 

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수 세대에 걸친 문화적 다양성

과 인간의 창조성을 반영한다. 이것은 공동체에 의해 복원되어 오랜 시간 

자발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축제는 베트남 문화체육관

광부에 의해 국립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고래사원과 고래숭배축제는 신성한 고래에 바치는 어부들의 헌신을 가

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응우 록 지역의 축제는 후 레 왕조(the Late Le 

Dynasty, 1428-1789) 시기에 이 마을이 세워진 이후부터 거행되었다. 

이것은 주로 어업에 의지하는 어민 공동체의 안전한 조업과 만선을 기원

하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매년 음력 두 번째 달에 

축제를 준비한다.

축제: 해양 문화 가치와 
공동체 화합

어민들이 가진
영적 믿음의 표현

팔라시(Falassi, 1987, 2)는 전형적인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축제를 신

성하거나 세속적인 축하 기간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공동체 가치와 정체

성, 영속성을 존중한다. 전통지식은 문화적 풍습과 관습, 의식, 믿음, 종

교, 속담, 노래 등을 통해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문화 

교류와 축적 과정에서 풍성해졌고, 응우 록 지역의 축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의해 보존되고 유지되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여러 어부 세대들

의 창의성이 발휘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축제는 생산주기의 시작과 끝을 기념하거나 각 공동체의 사회생활의 다

양한 특징과 행사를 반영하는 이정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정표들이 시

행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생산과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인식

된다. 고래숭배는 신성한 생명체, 자연신, 그리고 선원들의 수호신을 숭

배하는 한 형태로, 조상과 떠도는 영혼, 애니미즘의 숭배와 관련된 종교

적 신념체계의 조합이다(Sandra Lantz, 2009). 의식과 축제를 포함해 모

든 종류의 문화공연은 일정 정도의 삶에 대한 표현이다. 고래숭배축제에

서는 축제깃발, 1인승 가마, 행진의상 외에도, 어업 공동체의 시각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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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어촌의 
전통 문화공간 복원

특정 지역의 인구적 특징과 문화는 항상 지리적 위치나 거주 지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특히 응우 록 지역에도 해당된다. 바다로 인한 자연

적인 위험과 재난에도 불구하고 수 세기 동안 설립과 존재를 이어오면서 

어부 공동체는 항상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바다에 의지하고 바다와 함께

했다. 바다로부터, 이들은 점진적으로 생활과 문화적 공간을 만들었고 이

것은 축제와 믿음, 풍습, 공연예술, 신사와 사원 건축을 통해 반영되었다.

고래숭배축제는 탄 호아 성의 연안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전형적인 축

제이다. 이것은 역사적 자료의 원천이자, 해양주권의 실질적 증거이고, 

여러 베트남 세대가 바다에 관해 겪은 경험이다. 축제의 특징은 봉납된 

용선으로, 각 어민 공동체의 차이를 보여주는 축제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자 공물이다. 과거에 응우 록에서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지역 주민들

이 병에 걸리자 명망 높은 어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주변의 신들에

게 평화를 기원하고 악운을 해소하기 위해 봉납할 용선를 만들도록 지시

했다. 사람들은 조언을 믿고 따랐고 그 이후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이

러한 이유로 용선은 어업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용선을 완성한 후 

사람들은 좋은 때를 골라 진수식을 시작하기 전 보트에 눈을 그렸다. 이

들은 배가 사람처럼 바다에서 길을 찾고 신성함을 높이기 위해 눈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이 의식이 끝난 후 배는 영혼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심 제단과 선박장에서 제물을 바치는 행

위이다. 해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사는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 치러진다. 

독특한 특징이 용선이라는 중요한 공물에서 나타난다. 신에게 바쳐진 거

대한 용선은 축제 기간 동안 해신의 기능과 능력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이 배에 공물을 바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기원한다.

이 축제의 조직은 응우 록 지역 어부들의 문화생활과 종교생활의 독특함

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어

부들의 직업에 관한 축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위한 신성한 시

간이다. 축제 기간에는 모든 어부들이 조업을 나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고향으로 돌아온다. 축제는 또한 구체적으로는 어부 공동

체를 위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적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간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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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납된 배에 관한 의식은 대개 어부들에게 맡겨진다. 기념식이 끝난 후 

용선은 해변에서 태워진다.

의식과 기념식 외에도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해양문화활동과 

경기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 오락행위이자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예술

과 공연을 보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힘과 화합
과시 

축제는 특정 공동체나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축제

는 흔히 지역적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연설, 공물, 의상, 1

인 가마, 깃발 형태 등 축제의 내용과 형식을 볼 때, 축제가 영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동체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한

다. 이것은 또한 다른 사회문화적 세계를 관통하는 특권적인 부분 중 하

나이기도 하다(Don Handelman 1990, 9). 따라서 축제를 통해, 우리는 

연안 공동체의 화합, 유대감, 상호원조라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고래숭배축제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에 의해 존경받고 

보존된다. 이것은 공동체의 힘과 공동체의 화합을 유지하는 요소를 보여

줄 기회이다. 응우 록의 어부 공동체는 삶의 터전과 천연자원, 해양경제

의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단합된다. 이들은 또한 자연과 바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창조적 활동과 문화 공유 활동을 통해 서로를 동일시한다. 

고래숭배축제는 공동체의 힘을 만드는 데 공헌하는 중요한 환경이다.

전통적인 축제 환경은 기본적으로 마을이다. 축제는 전통적인 문화요소

들이 보존되고 개발되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요소들

은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나타나고 완성되는 정수이다. 시행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적 생활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관찰되거나 설

명될 수 없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Victor Turner 1982, 13). 따라서 

전통 축제는 종종 활기로 가득하고 현재까지 유지된다. 많은 축제들이 단

절의 시기 후 지역 공동체의 과거 기록이나 마을 노인들의 기억을 통해 

복원되고 재개된다. 이것은 공동체의 전통적인 문화가치와 각 마을의 특

징적인 문화요소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과 조국과 자신

의 마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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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공동체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을 때 나타나고 존재하고 발전한다. 

이것은 또한 지역 주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문화가치들을 창조하고 누리

기 위한 필요이고, 정신적 요소들을 경기나 오락적인 놀이에 결합하는 방

식으로 다음 세대에 민족의 전통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의 한 형태이

다. 과거에는 용선이 작고 단순했지만 이후 더 커지면서 화려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나무를 이용해 배의 틀을 만들고 겉면에 대나무 

자리를 한 겹 두른 뒤 판지로 그 위를 덮었다. 마을에서 선별된 솜씨 있고 

덕망 있는 장인들이 많은 그룹으로 나뉜다. 각 그룹의 지도자는 다른 사

람들의 작업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데 숙련된 사람들이다. 어떤 그룹은 보

트의 주요 뼈대와 뱃머리를 만드는 전문가이고, 다른 그룹들은 스펀지로 

조각만들기, 용의 머리만들기, 노젓기에 참여했다. 용선에 설치된 스펀지 

조각상은 어업 공동체의 특징을 나타낸다. 장군(바다에서 배의 방향을 알

려주고 조종), 선장, 햇빛과 비, 그림자에 관해 알려주는 남자 3명, 그리고 

배의 측면에 각각 10명의 노 젓는 선원들로 구성된다.

세대 간 문화의 보존과 전수는 고래숭배축제의 준비를 통해서도 촉진되

었다. 축제는 용선 공물 제작에 관한 지식, 용선을 만들 때 피해야 할 것

들, 전통노래와 음악, 의식, 놀이를 세대를 거쳐 보존하고 전달하는 장소

였다. 매년 12명의 실력 있는 젊은이와 노인들이 선택되어 20일간 봉납

될 배를 만든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지시하고 

훈련을 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 문화가 보존된다.

관광객 유인

해양 전통 경험과 
지식의 전수

많은 격변에도 불구하고 고래숭배축제는 공동체에 의해 매년 방해 없이 

치러졌다. 과거에는 단지 노인들만 주요 재단에 공물을 바쳤고 의식은 규

모가 작았다. 오늘날 축제는 다른 지역에서 온 방문자들로 더 커지고 더

욱 북적댄다. 

고래숭배축제는 의식과 축제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의식은 가장 중

요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식은 바다에서 안전을 기원하고 공

물을 바치는 것으로 구성된다. 축제는 닭싸움과 같은 민속놀이와 오징어

잡이, 끌망 등 어업생활의 특징인 문화적 활동을 포함한다. 축제 부분에

는 시와 드럼, 춤 공연도 포함된다. 이전 축제에서는 보트 경주도 있었다. 

과거에는 보트 경주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수신(the Water God)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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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식이라는 관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정기적인 축제와 분리되어 응우 

록 지역 어촌 주민들의 또 다른 전형적인 축제가 되었다.

의식의 공연이 끝나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제단에 예배를 보기 위

해 모인다. 의식의 마지막에는 수천 명이 용선을 해안으로 끌고가서 바

다에 소원을 보내는 의미로 태운다. 과거에는 이 축제가 어부들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직업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축제

가 되었다.

결론 베트남마을은 국가적 전통문화의 형성과 보존의 요람으로 간주되었고, 

축제는 이러한 문화적 요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것은 오늘날

의 산업화, 근대화, 지구화된 사회에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장려하는 임

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응우 록 

지역의 고래숭배축제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대인들

의 삶에서 전통적인 문화가치들을 보존하고 부흥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

여할 것이다.

고래숭배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사회와 그 사회의 내부구조를 볼 

수 있는 창이다. 이 축제는 다양한 전통적 개념과 지식으로 가득하다. 축

제의 주요 특징은 신성함(고래와 해신 숭배), 복잡성(종교활동과 의식, 풍

습, 공동체 화합, 민속공연, 경기, 전통놀이, 음식 등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 그리고 공동체 의식(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와 어부 및 수산물 가공 

노동자들의 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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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벵갈만

벵갈만 지역은 고대부터 무역과 어업 등 해상활동의 중요한 요충지로, 이 

지역의 중요성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거대한 수역은 혼잡한 무

역과 상업 네트워크를 보여주며, 이곳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사는 수

천 명의 생계 기반이다. 직업으로서의 어업은 식량과 영양 안보의 중요

한 부문이며, 인도 단독적으로 9백만 명 이상의 어민들이 해안가를 따라 

거주한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어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이 중 80%가 

소규모 어부들이다. 어업 부문은 14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인도 GDP

의 1.1%를 차지한다.1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

만 어민들의 숫자 중 여성 어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다른 방식

의 수입을 통해 가족의 수입을 보충하고, 전통적인 어업방식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요소들을 유지하는 주요 전달자가 되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수 세대에 걸쳐 이바지해왔다. 본고에서는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등 벵갈만 서부 연안 국가에서 여성 어민 공동체가 기여하는 바

를 살펴볼 것이다. 여성어민들은 가족의 주요 직업을 통해 생계유지에 도

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공예와 미술품 등 다양한 부수적인 수입원을 통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것은 어획량이 적은 시기는 물론 현재의 코로

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대

단히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어민들의 시도는 그들의 본업을 

비롯해 공동체 가치의 전달을 돕고, 공동체 내 성역할을 재정의하는 것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방식의 지속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결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연결시킨다. 

벵갈만은 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수역이다. 이것은 인도양 동북부에 있는 

만으로 약 839,000제곱마일(2,173,000㎢)에 걸쳐 위치한다. 넓이는 약 

1,000마일(1,600㎢)이고 평균 수심은 8,500피트(2,600m)이다. 북위 5

도와 22도, 동경 80도와 90도 사이에 위치하는 이 수역은 서쪽으로는 스

리랑카와 인도, 북쪽으로는 미얀마(이전에는 버마), 그리고 동쪽으로는 

말라이 반도의 북쪽지역 등 여러 국가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국제수로

기구는 이 수역의 서쪽 끝은 스리랑카 남쪽 끝인 돈드라곶으로, 동쪽 끝

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북쪽 끝으로 정의한다. 안다만과 니코바르

1. 코로나19가 해양 어업 공동체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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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벵갈만을 안다만해로부터 분리하는 유일한 섬들이다. 또한 여기

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은 벵갈만을 둘러싼 국가들이 여러 중요

한 강의 축복을 받았으며 많은 강들이 벵갈만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이

다. 즉, 서쪽으로는 마하나디강, 고다바리강, 크리슈나강, 코버리강 (인

도), 포크해협(인도와 스리랑카 사이), 마하웰리강가강(스리랑카), 북쪽으

로는 야무나강, 강가강, 브라마푸트라강, 브라마니강, 바이타라니강, 바

락강(인도), 파드마강, 메그나강, 수르마강(방글라데시), 그리고 동쪽으로

는 이라와디강(미얀마)이 있다. 각각의 강은 다양한 지류가 있고 이들도 

모두 벵갈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지역이 매우 먼 고대로부터 중요하고 번화한 곳이었음을 암시하는 다

양한 고고학적, 역사적 기록들이 존재한다. 고고학적으로, 동남아시아 관

련 벵갈만에서의 해상활동은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양한 

고고학적 기록들은 또한 서벵갈과 오디샤(인도), 방글라데시 연안지역에

서 스리랑카와 안다만과 니코바르제도까지, 이후 무역과 상업을 위해 동

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항해의 역사를 말해준다. 반면, 스리랑카에서 생

선과 수산물을 식사의 일부로 소비했음을 증명하는 다양한 고고학적 증

거들이 홀로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발견된다.2 (홀로세 최대 해수면 상

승은 6,260-2,270년 전 발생했다)3 이것은 생선과 수산물이 지역 식생활

의 일부로 인기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벵갈만 지역은 어업으로 분주하

다. 방글라데시, 인도,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벵갈만 다분야 기술경제 협력기구(BIMSTEC) 등 이 지역의 적절한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 내 국가들 간 다양한 협약이 진행 중이다. 이 

지역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의 합은 35조 달러이고 인구는 15억 명이다. 

BIMSTEC이 확인한 주요 협력 분야는 14개로, ‘어업’은 여섯 번째 분야

이다. 벵갈만 지역은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의 수역을 나누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성장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 모든 협약과 협정에도 불

구하고 어업이라는 직업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의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2. (쿨라틸라케 외, 2014)

3.   패총은 과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해안 환경에 정착하고 적응하며 해양자원을 이용했

던 모습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고학자와 생물인류학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다. (Ibid. pp 1-2)

벵갈만 지역의 
역사적 맥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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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의 73조에서 ‘나

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상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

는 즉시 석방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EZ 구역에서 어업을 하

는 외국선박들이 종종 나포되고, 어업을 두고 다른 국적의 어부들 사이에

서 분쟁이 흔하게 일어난다.4 주기적인 불확실성이 어부들에게 걱정을 더

했고,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봉쇄가 추가되면서, 

지역 전반에 걸쳐 수산물의 조달과 판매가 거의 중단되었다.

이 지역의 여성어민들이 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변적인 일들로 여겨지며 어업을 위해 벵갈만으로 배와 트롤선을 타고 

나가는 남성과 동등한 중요성은 거의 부여되지 않는다. 여성어민들의 활

동은 주로 생선 판매, 전통방식으로 하는 해초, 게, 새우 등의 다양한 수

산물 채취, 가족의 수입을 더하기 위해 수공예 제품을 만드는 것 등이 있

다. 지난 수년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전국적이고 국제

적인 명성의 다양한 기관과 프로젝트가 여성어민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

하고 후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에서 벵갈만과 경계를 접하는 주는 서벵갈, 오디샤, 텔렝가나, 안

드라 프라데시, 타밀나두, 안다만과 나코바르제도 연방구역 등 다양하

다. 이 지역들에서 여성어민의 일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단지 작은 물고

기, 게와 새우, 소라나 조개류의 채집 또는 어망의 손질 정도로 한정된

다. 가끔 여성어민들은 인도 어업청의 다양한 복지 프로젝트나 몇몇 독

립적인 현지 NGO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덕분에 여성

어민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 수산물 홍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여

성어민들 중에는 오디샤의 간잠 구(인도 오디샤와 텔렝가나 경계)에서 

4.   https://www.gonewsindia.com/latest-news/environment/lines-on-water-

cannot-save-bay-of-bengal-fisheries-13333-2019년, 방글라데시 해안경비대는 

파투아칼리 해안에서 519명의 인도 어부들을 체포하고 32척의 배를 나포했다. 이곳은 

방글라데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125km이상 안으로 들어온 지역이었다. 인도 어

부들은 차후 본국으로 돌려보내졌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방글라데시 어부들이 다른 이웃국에서 혹은 반대로 이웃국 어부가 방글라데시에서 겪

는 고난일 수도 있다.

여성어민들의 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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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치타마(76)처럼 다양한 성공담이 존재한다. 여성 어민 집단의 자립을 

위한 그녀의 초기 소규모 활동은 그녀가 사는 마을의 모든 여성어민들

을 중간 상인들의 정치에서 구하고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무드람

(Samudram)’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5 ‘사무드람’의 노력은 이 지역에

서 멸종위기에 처한 올리브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것까지 이어졌고 11월 

1일에서 3월 31까지(인도 국립은행이 4월 15일에서 5월까지 어업 금지

한 것 제외) 어업은 금지되었다.6 여기에서 또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인도의 

안다만과 니코바르제도에 사는 여성어민들에 관한 것이다. 여성어민들은 

다양한 민족부족에 속해있고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전통방식을 

사용해 어업에 종사한다. 썰물 동안에는 남녀 모두 얕은 암초와 바위 해

안에서 물고기를 잡지만 조업을 위해 연안 해역으로 나가는 것은 남성이

고 여성들은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야간 조업에

는 참여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전통지식은 어업에 도움이 되는데, 싸

이클론, 비(구름의 패턴과 찬 공기의 흐름을 관찰), 바람, 파도(니코바르

인들의 달력을 통해), 해류(낚싯줄/선박이 움직이는 방향에 근거하여), 수

심(물의 색깔이나 직접 관찰을 통해) 등 자연재해에 관해 미리 알려준다.7

인도의 다양한 지역에 걸쳐 여성어민들이 자신들의 변변찮은 수입을 다

른 추가적인 출처를 통해 보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여기에는 수

5. 치타마(2020년 76세)는 그녀가 사는 마을의 모든 여성어민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수백명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을 시작했다. 결혼해서 오디샤 주 사나 아라지팔리 마을로 

간 치타마는 어부인 남편이 술로 변변찮은 수입을 탕진하면서 빚과 가난, 문맹, 영양부

족으로 힘든 삶을 경험했다. 1980년대 치타마는 주류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1995

년까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이 아동 결혼과 알코올 중독에 맞서 목소리를 내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여성들을 조직했다. 10,000여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해안마을에서 그녀의 지명도가 올라갔다. 점진적으로 치타마는 여성어부들의 저

축-신용제도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오디샤 밖에서 거래상들과 공정거래제

도를 조직했으며, 2006년 사나 아리자팔리 여성들은 ‘사무드람(바다를 의미)’이라는 현

수막 아래 분리가능한 엔진을 단 8대의 전통 어선으로 잡은 어획량으로 첫 거래를 시작

했다. 이 운동은 치타마가 지도자가 되어 1995년 비정부기구(NGO)로 등록되었다. 여성 

어민들은 은행 대출과 비영리단체 OXFAM의 지원 덕분에 2008년 대부업자들로부터 자

신의 배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사나 아리자팔리 여성들 덕분에 어부들은 수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몇몇은 자신의 배를 소유할 수 있었다. 벵골만 해역에서 어획량이 줄

어들면서 흉년인 상황도 있었지만(예, 2017년), 사무드람의 노력은 계속해서 지역민들에

게 동기를 부여했다. 

6 (오디샤 여성어민들, 단합해 독점적 관행으로부터 무역을 되찾다, 2020)

7 (라비쿠마르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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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제품과 예술품들, 예를 들어 벵갈 지역에는 파타치트라(patachitra) 

형태의 민속예술이 있는데, 여성어민들이 그린 ‘마체르 비예(machher 

biye, 물고기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이들의 본업을 반영

한다. 공연예술가들인 파투아스(patuas, 예술가들)는 두루마리 그림을 

펼쳐보이며 노래를 부른다. 또한 서벵갈 지역의 여성어업인들이 만드는 

훌륭한 비늘 수공예의 사례들도 있다. 오디샤, 텔렝가나, 안드라 프라데

시, 타밀 나두와 안나만과 니코바르제도(인도) 지역에는 소라와 조개로 

만든 다양한 수공예품과 코코넛 엘크(윤을 낸 코코넛 껍질)는 물론 여성

들이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만드는 헝겊인형도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구체적인 통계

는 없지만 시골 해안지역 여성의 약 30%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규모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로는 바리살과 라지샤히 구(고

기잡이, 담수와 해수 수산물의 판매, 건조와 염지), 치타공과 쿨라 구(새

우 가공공장) 등이 있다.8 몇몇 여성어민들은 어망 제조, 가두리양식/양어

장, 가금류 사육(오리와 닭), 소형 유제품(염소와 소 기르기), 수공예(인형

만들기, 바느질, 자수), 창업(소규모 식료품점/차 판매대), 모종밭 등의 활

동에서 대체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다양한 국내 및 국

제 프로젝트들의 노력은 여성어민들이 가계, 특히 저비용 신용거래에 접

근가능한 여성어민들을 돕기 위해 저축 그룹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목소

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9 

벵갈만에 접한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끝자락의 이야기는 30여 년간 이 

나라가 직면한 길고 긴 정치적 분쟁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은 제한적이다. 

전쟁으로 나라 전체와 경제가 영향을 받았지만 북부와 동부가 특히 광범

위하게 영향을 받았다. 스리랑카에서 어업 부문은 2009년 5월 전쟁이 끝

났을 때 전후 재건 논의에서 특히 중심을 차지했다. 어업은 특히 북부와 

동부에서 장비와 생명, 인프라의 소실과 매우 엄격한 제한조치로 인해 엄

8. http://www.fao.org/3/ad745e/ad745e00.pdf

9. (‘보이지않는’ 방글라데시 여성어민들 목소리를 내다, 2017)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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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손상을 입었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전쟁 기간 동안 여성어민에 관한 적절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연구이고, 비전통적인 역할(집안의 가장 또

는 유일한 생계부양자 등), 재난상황에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적

인 해양 관습을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특별히 기여한 점들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언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는 또한 전

쟁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후 시기 벵갈만 경계에 위치한 트린코말리 구(스리랑카 동쪽 해안에 위

치) 주변의 학술적 현지조사와 민족지학적 탐사를 통해 몇몇 연구가 진

행되었다. 이 지역의 여성어민들은 민족과 종교에 따라 크게 나뉘는데, 

싱할라족(불교도), 스리랑카 타밀족(힌두교), 스리랑카 무어족(이슬람교

도), 그리고 베다민족 공동체(2012년 국가 통계청 자료 참고) 등 여러 민

족들로 구성된다. 싱할라족과 타밀족 여성들은 대부분 생선 판매에 참여

하고, 이슬람교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진흙에서 조개와 소라를 캐는 것

과 해초 채집에 참여한다. 베다족 여성들은 유일하게 남성들과 함께 어획

물을 해안으로 끌어오는 어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격된다. 스리랑카에서 

여성어민들의 역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스리랑카 동부에서 어업은 오직 남성이 주도권을 가진다. 전후 시기, 여

성어민들의 낮은 기여도는 전통 어로방식의 생존과 여성어민 공동체 내

부의 어업 관련 다양한 활동에서 종교와 민족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분리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주요 사회문화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여

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성어민들은 종종 생계와 계획

에 있어 대안적 방법의 일부로 보여진다. 여성어민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는 많은 소규모 프로젝트가 수년간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는 수공

예(나무, 소라, 코코넛 엘크로 상품 만들기), 가축 사육(소, 버팔로, 염소 

기르기), 옷감 바느질, 친환경 관광과 알로에베라 농사(약과 화장에 사용)

을 통한 다양한 수입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만나 구의 해안지

역, 바티칼로아 구, 파나마에서 포투빌까지 펼쳐진 지역, 레카와, 우상고

다, 칼라메티야 연안지역, 푸탈람 라군과 마두강가 등 스리랑카의 동부와 

북부(그리고 서부 지역도 포함) 석호의 넓은 지역 전반에 걸쳐 반영되었

다.10

10. https://www.iucn.org/downloads/mmf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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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지역 전반의 여성어민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

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인도 전역의 많은 국내와 영어매체들이 종종 어

부들의 어려움을 보도했지만 여성어민들이 겪는 역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 연구 논문을 위해 국내 영어신문들을 철저히 조사했

지만 인도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어민들이 겪는 역경에 대한 정보는 

드물었다. 그러한 보도 중 하나는 케랄라(인도 서부)에서 나왔다(2020년 

7월 10일, 금지령으로 여성어민들의 위기가 깊어지다, 뉴인디언익스프

레스, 날짜 없음). 이 기사는 남편이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고 가정의 유

일한 생계부양자로서 여성들이 겪는 고난을 강조했다. 여성어민들은 또

한 판매를 위한 충분한 양의 생선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이 

여는 시간이 제한되면서 매우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 수밖에 없었다. 팬

데믹 봉쇄 기간이 시작된 초반에 타밀 나두 주(인도)에서 나온 기사(2020

년 4월 7일, M S 스와미다탄 연구재단에서 작성)11 는 어획량이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고, 시장에서 어부들에게 판매공간을 빼앗긴 것, 시장이 제

한적인 시간 동안만 열리기 때문에 매우 낮은 가격에 그날의 어획물을 모

두 팔아야 하는 점 등 여성어민들이 처한 매우 비슷한 상황에 대해 말했

다. 여성어민들 대부분의 생선 가격은 급락했다. 봉쇄가 실시되기 전 생

선 가격이 킬로그램 당 500 인도 루피였다면 봉쇄와 사회적 제한조치들

이 시행된 이후 가격은 킬로그램당 300-350 인도 루피로 떨어졌다.

해양양식업의 발전은 연구대상 전체 지역에서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 주

된 이유는 어류양식을 통해 발생되는 외화수입 증가 때문이었다. 여성들

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여성어민들은 예술과 수공예, 가축사육, 농사와 다른 방법들로 

가계 수입을 보충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 지역

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최소한이었다. 여성들

은 모든 생계유지 대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가

치 있는 공헌을 인식하고 사회적 통합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진정한 선

구자로서 역할에 적절한 인정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코로나19가 해양 어업 공동체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2020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팬데믹 상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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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소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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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 무형문화유산 웨비나 개최를 축하합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유네스코 아피아사무소가 ‘해양 무형유산: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과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

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유익한 사례들을 발표해주시는 발제자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모태인 바다는 무궁무진한 생물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은 인류 문화의 시작부터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양은 무

한한 자원뿐만 아니라, 연안공동체들의 삶의 터전이자, 그들이 간직해 온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바다를 지키며 고유의 해양 문화

를 간직해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인 지

금, 바다의 생태계와 그와 관련된 해양 무형문화유산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번 웨비나 개최는 위기의 시대에 해양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과 무형

유산 보호에 대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되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유엔 국

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추진을 앞둔 해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8년 아태센터와 함께 해양 실크로드

에 관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매년 아태지역 해

양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는 아태센터

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아태지역 해양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합니다. 바다

를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원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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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팜 푸 응옥 소장

호이안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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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지난 몇년간, 우리가 베트남에서 목격했듯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

터는 지역과 전 세계 각지의 공동체들 사이에서 지식 교류와 연구를 촉진

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양 

무형유산 전문가 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로 하여금 연안 공동

체에서,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그리고 바다, 강, 그 외 다른 수역

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

표이자 프레임워크로서 지속가능개발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할 것을 요

구했습니다. 

2019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호이안문화유산관리보존센터와 

공동으로 베트남 꽝남 성, 호이안시에서 해양 무형유산 관련 민간신앙과 

의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베트남과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서 온 많은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

해 해양 민간신앙, 의례, 지식 체계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유익한 과학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것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이웃 국가에서도 해양 무형유산 보호와 부흥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실

행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게다가 이 세미나의 결과물은 호이안의 해양 

무형 유산 연구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우리의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는 해양 무형

유산: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과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이번 세미나

를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포용적 사회발전을 위한 전통해

양 기술과 지식,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통 해양기술과 

지식이라는 제목의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의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함께하는 정말로 멋진 이 기회

를 통해, 연구자와 전문가들께서 지속가능한 회복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통 해양기술과 지식에 대해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해주시길 바랍

니다. 또한 공동체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특히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베트남은 물론, 역내 국가 그리고 전세계의 해양 

및 도서 주권의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가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웨비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팜 푸 응옥

호이안문화유산관리보존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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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지역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인간중심적 개발에 대한 무형유산의 기여

엘렌 레카 문화담당관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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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발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 태평양 도서국과 영토(PICTs)에서는 소

수의 확진사례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

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봉쇄

와 통행금지령,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했다. 이 결과 보건 분야를 넘어 

공동체의 사회 조직력(social fabric)과 과거 방식의 상호작용으로 이어

가던 전통 풍습은 물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

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훨씬 더 큰 사회경제적 충격을 야기했다.

태평양 지역에 대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는 코로나19가 태

평양 도서국과 영토 주민들의 삶과 생계에 미친 영향의 증거를 보여주고, 

유엔기구와 정부, 개발 협력기관들의 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 기구와 개발 협력기관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고안되었다. 영향 평가

는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한 유엔 프레임워크

의 5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평가의 목적은,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소외되고 차별받던 집단에 코로나19가 미친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자원 

동원에 관한 정보,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이끄는 태스크포스의 일

원으로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력이라는 다섯 번째 원칙에 따라 현

지조사를 수행했다. 이 프레임워크의 주된 초점은 코로나19가 태평양 도

서국과 영토 주민들의 복지와 연대, 사회적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

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영향평가는 문화적 렌즈를 적용했고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무형문화유산 관련 문화전통을 실천하기 위한 능력에 미

친 영향도 고려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영향평가는 문화 및 창조산업에 

야기된 혼란과 위기가 이들의 생존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관련 생계의 경제적 균열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영향평

가는 펜데믹 이후 회복에 필요한 것들, 문화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포용

을 확고히 하는 방법, 그리고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찾아봄으로써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기회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양적, 질적 자료는 지표와 특별히 개발된 질문

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력이 어떻게 영향을 받

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정의들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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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연대:   집단 정체성과 소속감, 상호원조, 사회적 네트워크, 안전

공간은 물론 지역적 유산, 차이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 개인과 공동체, 기관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역할을 수행한다.

- 공동체 회복력: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집단적 자원(인적, 문화적, 정치

적, 자연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재난, 기후변화 등의 혼

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코로나19 영향평가는 유엔 인권선언, 특히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제 22조

와 27조에 맞춰 수행되었다. 질문지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문화가 

기여한 바를 측정하는 유네스코 2030 문화 지표에 따라 개발되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의 의뢰를 받아 2020년 5월에서 9월까지 15개의 태

평양 군소도서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살아있는 유산을 통해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의 중심적인 역할이 

분명해졌다. 이미 팬데믹 이전에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체들은 전통적으

로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소외되거나 혼자 남겨진 사람들을 보살펴 온 공

동체 전체에 확대된 관계망 속에서 강한 사회적 유대와 촘촘하게 짜여진 

사회적 조직력이라는 혜택을 받아왔다. 팬데믹 동안, 사회적 연대와 공동

체 회복력은 태평양 지역 공동체들이 팬데믹과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사

회적,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코로나19 영향평가는 태평양 지역에서 사회문화적 참여와 포용

(소속)은 생애주기 행사,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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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에 대한 인식과 접근, 정원, 육지, 바다에 대한 

접근(환경과의 친밀하고 체화된 관계), 공동의 의사결정, 제사를 지내는 

능력과 참여, 특히 젊은이들에게 문화적 지식을 전승하는 능력 등을 통해 

활성화되는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유지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요소들 중 많은 부분이 연대의 핵심에 놓여

있었고 안전망으로 작용했다.

많은 태평양도서국과 영토가 집단적 의사결정과 유대 등 수많은 문화적, 

사회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시민연대 이니

셔티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의 확산은 태평양 지역 사람들이 동료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공감하고 연

결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의 물물교환에서 가정에 음식과 필수품을 

전달하는 공동체 집단에 이르기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참여하여 기관들이 역량과 자원부족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람

과 장소에 도움을 주었다.

문화는 사회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연대가 있는 공동체는 그들을 ‘단

결시키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과 정책/의사결정자들 간 수립된 연

결, 그리고 공유된 일체감 덕분에 회복과정에서 더욱 빨리 일어설 수 있

다.

팬데믹 동안 태평양 지역 공동체들의 회복력의 중심축은 지역과 전

통에 대한 지식과 풍습이었다. 예를 들어, 피지섬의 솔레솔레바키

(solesolevaki) 풍습의 재활성화와 같은 시기에 나타난 땅으로의 회귀 운

동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주도해 매일 5-7명의 

젊은이들이 그룹으로 나뉘어 집단적으로 일을 하고 이를 순환시킴으로써 

모든 농장이 다 함께 유지되도록 했다. 토켈라우(Tokelau) 섬의 전통적인 

이나티(inati) 시스템은 집단 어업 후 어획물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위태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회복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

는 데 있어서 전통지식이 가진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팔라우에서는 봉쇄

가 한창일 때, 공동체 및 문화부가 노인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주간

인터넷방송 ‘Meet and greet’을 제작하면서 노인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

고 문화전승에서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통가에서는 3월부터 젊은이

들에게 춤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열리는 타우올룽가(Tau’ol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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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습이 취소되었지만 문화유산부는 창의성을 발휘해 이 기간을 가치 있

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간으로 활용했다. 문화유산부는 현재와 미래를 위

한 현지 자원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개설해 대중들

이 음식준비와 현지 요리에 대한 전통지식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유

사하게 키리바티(Kiribati)에서는 기술과 지식의 전승을 강화하는 데 이 

기간을 사용했다. 마을의 지붕 수리와 같은 전통적인 집단행사 마네아바

(maneaba)는 계속되었고, 노인과 족장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에 관여했다. 일부는 자신들의 전통가치와 풍습을 유지함으로써 가족들

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 동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의 영향평가의 결과는 깊은 유대가 전통풍습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 평가는 많은 도시민들이 시골로 되돌아간 것도 지

목했다. 이러한 회귀는 세대 간 전승의 증가와 전통풍습의 부활과 관련이 

있었다. 평가에 언급된 가장 흔한 풍습 중 하나는 전통적인 식생활 체계

의 부활과 구체적으로 생계지원을 위한 토지 경작이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 같은 사람들은 전통가옥을 재건하고 

개조할 수 있었어요. 풀라카 구덩이를 방문하고, 전통 어법을 

되살리고, 땅을 경작해 코코넛 나무와 다른 전통작물도 심죠.” 

(투발루섬 주민)

태평양 지역에 대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결과물은 전략

적 지원, 혁신적 투자,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 노력의 중심에 둘 필요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국가와 사회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평가도 사회문화적 참여가 태평양 지역의 

안녕과 복지에 얼마나 필수적이며 친족관계의 근간을 형성하는지 보여주

었다. 이것은 가족과 공동체가 전통적인 식량생산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수립하는 사례들에 의해 드러났다.

태평양 지역에서 문화가 개발에 폭넓게 기여하고, 살아있는 유산이 위기

의 시간 동안 사회적 연대를 확고히 하는 대응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할 뿐만 아니라 2030개발의제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거의 모든 군소도서개발국들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승인하면서 이

제 초점은 협약의 이행과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아피아 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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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정책과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

후 회복기간 동안 문화 관련 기관들의 중요한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 브리프를 준비하고 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

해 인포그래픽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정책 브리프를 보완할 것이

고 더욱 널리 퍼지게 할 것이다.

평가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무형문화유산, 특히 세대를 이

어 전승된 전통지식과 풍습, 그리고 식량체계, 전통의학, 천연자원관

리, 생태계의 혜택 등이 식량 안보(SDG2), 보건(SDG3), 기후변화대응

(SDG14), 성평등(SDG5), 그리고 좋은 일자리(SDG8)에 기여한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보여주었다. 팬데믹 동안 태평양 지역 공동체 회복력의 핵심

축으로서, 공동체들이 가진 강력하고 풍부한 살아있는 유산은 코로나19 

회복 계획의 선두에 둘 필요가 있고, 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활동들을 계

획하고 수행하는 데 핵심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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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와 발표는 얍(Yap) 지역 어살(fish weirs)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어

살 및 관련 무형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전통어업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해

양생태보전에 대한 현대식 접근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얍은 괌에서 남서쪽으로 840km, 마닐라에서 동남동쪽으로 1,8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4개의 화산섬(통칭 얍 프로퍼 Yap 

Proper), 7개의 작은 산호섬, 그리고 태평양 북서부 약 800km에 퍼져있

는 130개의 환초들이 모인 '바깥 제도(Outer Islands)'가 있고, 이들 모두

가 미크로네시아연방국(FSM)의 4개 주 중 하나인 얍 주(州)를 구성한다.

화산섬에 인접한 산호초평원에서 얍 주민들은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연결성과 인식을 포함하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어업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것은 어류육종에 민감한 지역인 연해어업에서 특히 중요하

고, 보전과 유지 및 남획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얍 주민들은 어업 관

련 몇 가지 문화적 관습(살아있는 유산)을 행하고 몇 가지 유형유산도 만

들었으며, 이 두 가지가 함께 얍의 해안문화경관을 형성한다. 이 시스템

은 몇 가지 통발과 어살을 사용하며, 이 중 조간대에 돌을 쌓아 만든 돌살

(aech)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얍에는 현재 4곳의 해양보호구역(MPA)이 있다. 얍 주민들은 어업이 현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일부 해양지

역에 ‘어획금지구역’을 지정했다. 해양보호구역의 필요와 개발에 관한 많

은 연구들은 대부분 과학에 기반하며, 전통어업(문화관습 및 물질문화)과

의 관련성이나 혜택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전통해양지식

을 사용하는 전통 어업방식은 수백 년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었

고, 이러한 지식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서론

얍의 어업과 
해안문화경관

얍주 가길시(市)의 렝마을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통 어살의 주인은 

‘메르(Mer)’라는 이름의 영혼이 만든 돌살 4곳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남

성 형태의 영혼들은 그 당시(외국인들이 섬에 들어오기 수년 전) 얍 주민

들 사이를 떠돌고 있었고, 돌살을 그런 형태로 만들고 사용한 이유를 묻

자, 돌살 주인은 “식량으로 물고기를 언제든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유지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Jeffery, 2010, 부록 1). 영혼은 7일째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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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물고기가 오고 가며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어살의 뒷

부분을 열었고(James Lukan, 2009, 사적 대화) 7일째 되는 날 다시 닫아

서 지속가능한 어업 풍습을 만들었다.

처음 7개의 돌살은 영혼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들은 얍 주민들에게 어떻

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 돌살을 만들고 사용하는지 보

여주었다. 4개의 화산섬을 둘러싼 산호초평원에는 800여 개 이상의 돌살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lanruw in Jeffery & Pitmag 2020, pp. 

110-111).

100km에 달하는 얍 프로퍼의 해안에는 넓은 맹그로브 지역이 있고, 이

곳은 좁게는 200m에서 남쪽으로 3,500m에 이르는 산호초평원에 둘러

싸여 있다. 산호초평원은 조수가 높을 때 평균 깊이가 2-3m이고 조수가 

가장 낮을 때는 최대 22m에 달하는 깊은 구멍과 몇 개의 수로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 바닥이 드러난다(Takeda, 2001, p.2). 맹그로브와 산호초평

원은 426가지의 어종과 168종의 단단한 경산호가 서식하는 중요한 생

태구역이다. 얍 주민들에게 생선은 몇 안 되는 단백질 섭취원의 하나였

고 지금은 단백질 섭취원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선은 주

요 식량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산호초평원의 바깥 연안에서 어망, 끌망, 

작살을 사용하고, 산호초평원 안쪽 연안에서 다양한 어살, 통발, 울타리, 

어망을 사용하는 등 여러 어업방식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어업방

식은 마술과 의식을 사용하고, 어획량을 나누고 촌장 등 다양한 사람에

게 바치는 공물을 비롯해 여러 사회문화적 관행에 따라 시행되었다. 얍 

주민들은 날치를 잡는 등 연해어업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산호초평원 

너머] 바다를 탐험하는 데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Suriura, 

1939:2). 각 마을은 저마다 연근해 어업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

어, 마을 인근의(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산호초평원 바깥의) 모든 ‘해저 토

지(sea-plots)’는 그 마을의 다양한 가족이 소유했고, 접근이 제한될 수 

있었다. 다른 얍 주민들에게는 이곳의 바다, 돌살(마찬가지로 개인이 소

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어업방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졌다.

돌살의 스타일과 형태, 설치 방법은 해저의 특징(예를 들어, 얕은 물과 해

초지 또는 깊은 물), 조류와 파도의 세기와 방향, 그리고 얍의 다양한 해

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어종 등 돌살을 설치하는 곳의 특징에 맞게 사용되

었다. 해안선에서 가깝고 해초지가 많은 곳에서는 대부분의 돌살이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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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모양으로, 30-90m 길이의 긴 화살대 모양과 가로 길이가 60m에 달

하는 화살촉 모양의 공간이 해안에서 바깥쪽을 향해 설치된다. 화살촉 모

양의 양쪽 끝 또는 한쪽 끝에는 작은 칸들이 만들어져 있다.(그림 1) 화살

대의 끝에 있는 화살촉은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이 더 길다. 물고기는 이

곳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화살대를 따라서도 화살촉 안으로 들어가게 되

고 물이 빠지면 그곳에 갇히게 된다(Hunter-Anderson, 1981, p. 85). 

2008-2009년 조사 결과 432개의 돌살이 발견되었고 46개가 지도에 표

시되었으며 12개의 다른 방식이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작은 방이 1개, 2

개, 4개 혹은 6개까지도 있었다. 해안 근처의 또 다른 종류는 화살 모양으

로 담을 쌓아 우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물고기는 조수가 높을 때는 벽

의 맨 윗부분을 넘어서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그대로 이곳에 갇히는 방

식이었다. 해안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는 깊은 블루홀의 주변으로 

넓은 V자 형태의 돌살이 설치되었고,(그림 2) 산호초평원 가장자리 근처

에는 막힌 공간이 없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설치되었다.

같은 스타일의 어살이라도 돌담을 만드는 방법 등 독특한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돌살이 설치된 지리적 위치, 바다의 상태와 포획어종

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물고기를 막힌 공간(chamber)으로 몰고 오

거나 돌살 뒤에 숨어있다가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퍼올리는 방식으로 물

고기를 잡는다.

사진1.  가길(Gagil) 시에 위치한 수천개의 작은 현무암 암석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돌살ⓒ빌 제프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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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살의 다양한 스타일과 설치 방법은 얍 주민들이 산호초평원의 다양한 

생태구역에서 물고기의 이동과 습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

를 제공한다. 영혼들이 어떻게 돌살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고 사용

하는지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믿음은 얍 주민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

계와 자연계의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했는지 보여준다. 얍 문화목록집단

(n.d., p.27)이 만든 얍 주민에 대한 민족지학지에서 이들은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얍 사회에서 어업은 전통적 권위와 권력이 부과한 엄격한 규칙

으로 잘 규제되었다. 해양구역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큼이나 잘 정의되어 있었다. 어업권과 특권은 얍 주변

의 바다가 남획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사회에 의해 규제

되었다. 

오늘날에는 800여 개의 돌살 중 몇 개만 사용되지만, 전통적 지도자들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지속불가능한 어업 행위들의 사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돌살을 복구하고 살아있는 유산을 부흥시키도록 단합된 노력을 펼

치고 있다. 이것은 돌살과 관련된 어업 행위들을 만들고 유지하고 시행

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려는 열망과, 그 결과로 얍 사회 전반

에서 ‘공동체 의식’이 다시 활력을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 합쳐진 것이다

(Jeffery, 2013).

사진2.  루릉(Rumung) 시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블루홀 인근에 설치된 돌살 

ⓒ빌 제프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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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 부역과 
전통 생태지식

이러한 어업방식의 부활 외에도, 어업의 보존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4곳이 지정되었다. 해양보호구역은 마을과 공동체에 의해 

개발되었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어업이 지역 공동체에 이

익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마을에 의해, 마을을 위해 

개발되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이들은 즉시 전통적인 해양관리법을 자신

들의 관리법에 도입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님펄 해양보호구역을 해양보호구역 밖의 지역과 비교했

는데 전통어업방식과 통발/어살에 관한 주제는 아니었다(Olsudong, et 

al., 2012). 타이완의 펑후(Pengh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세계

의 다른 지역에서 어살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생물다양성과 비교했을 때 

어살 내부의 생물다양성이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lobal Island 

Network, 2020; Kemp, 2006, p.34). 전통어업방식과 지식은 얍 주민

들이 수백 년, 수천 년간 어업에서 사용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라는 관점을 고려할 때 분명히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 연구는 

얍 지역의 해양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전통기술과 지식의 가치를 인

식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2013, pp. 3,7,10,14)’

해양보호구역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전통 생태지식을 활용할 경우 많은 

긍정적인 혜택이 있다. 이것은 특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과학 10년(2021-2030)’ 이니셔티브에서 필수적인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서구적 관점에서 과학을 강조했지만 ‘2019 유엔 해양

과학 10년 태평양 공동체 워크샵‘에서 강조된 바 있듯이, 토착민들은 ‘토

착 과학’을 사용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2020). 과학이 그렇듯이, 이들도 관찰을 통해 자연계의 구조

와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험을 하며, 얍 어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년에 걸쳐 “전통 생태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을 

개발했다(James Lukan, 2008, 사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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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어업유산(부제 :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정현정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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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어업유산 
개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대상

기준

주관

등재목록수

절차

한국의 어업 체계, 육지경관, 해양경관, 그리고 관련 

상품

1) 식량과 생계 안보, 2) 농업생물다양성, 

3) 지역 및 전통지식체계, 4) 문화, 가치체계, 사회조직 

해양수산부

8 (부록 참조)

지역정부가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원하면 해양수산부

가 정해진 기준과 충족 요건에 따라 지원서를 평가한다.

● 손틀어업은 총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 목록 중 7번째로 지정됨  

● 위치

ⓒ하동군

한반도 남쪽의 중서부에 위치한 섬진강은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큰 강이

다. 강 유역의 면적은 총 4,896.5㎢이고 길이는 212.3km에 달한다. 지리

적으로 섬진강 유역은 남동쪽으로 뻗은 소백산과 지리산이 특징이다. 그

리하여 이 지역에는 높은 산과 봉우리들이 많다. 역사적으로 섬진강은 경

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였다. 생태학적으로 섬진강은 멸종 위기종과 국가

지정종을 포함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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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역은 섬진강 하구로, 하동군과 광양시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국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백두산의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게다가 강이 남해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

된 기수역은 기수어종과 회유성 어종이 풍부하다. 전통적으로 하구는 강, 

산, 바다 환경을 기반으로 활발한 생계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특히 

섬진강 하구 기수역의 야생생물 서식지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특히 중

요하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수산자원들(예: 재첩, 참게, 

은어, 전어, 농어)을 활용했고 이들을 생계의 주요 원천으로 발전시켰다. 

동시에 주민들은 부차적인 생계 수단으로 경사면을 경작해 쌀, 녹차, 매

실, 감, 밤 등의 농작물을 재배했다. 이러한 점에서, 섬진강 유역의 풍부

한 해양생태계는 식량안보에 불리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계 기반을 제공하였다.

● 지역공동체의 손틀어업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강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관리해 온 덕분에 오늘

날까지 강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다. 섬진

강의 하구는 다양한 내수면 어종(예: 은어, 강굴, 참게)의 서식지이고, 그

중에서도 재첩은 이 지역의 대표자원이다. 재첩은 민물조개로 염도가 

3-20 psu 사이인 1급수와 2급수의 기수역 모래밭에서 주로 서식한다. 원

래 재첩은 한국 전역의 강과 시내에서 발견되었지만, 하구 개발로 야기된 

수질오염으로 급속히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그 결과 재첩은 현재 한국 강 

대부분에서 사라지거나 그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보호 노력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덕분에 섬진강 하구는 현재 재첩이 

자라기에 쾌적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오늘날 섬진

강 하구는 국내 최대 재첩 서식지이고 이곳에서 잡히는 재첩은 흔히 “하

동 재첩”이라고 불린다.

● 역사

역사적으로 재첩은 섬진강 주민들에게 주요 식량이자 수입원이었다. 섬

진강 유역의 목도패총에서 발견되는 재첩 껍데기는 선사시대부터 재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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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 식량자원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고려도경(1124), 난호어

목지(1820), 동의보감(1610), 한국수산지(1908) 등 전근대 역사 문헌에

서도 재첩이 언급되며,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918-1392)와 조선시대

(1392-1897)까지 재첩이 상당히 대중적인 식자재였음이 드러난다. 오늘

날에도 재첩은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어업자원으

로서 사용된다.

● 손틀어업방식 (친환경 전통 내수면어업)

섬진강 하구 기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오늘날에도 계

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내수면어업이다. 손틀어업은 거랭이

(대나무 손잡이와 철망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부들은 이것으로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한다. 이 전통어법은 섬진강 주민들이 오랜 세

월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독특한 어업 지식체계라는 점에서 역

사적 중요성과 희귀한 가치를 지닌다. 게다가 거랭이를 사용해 반복적으

로 재첩을 채취하는 것은 강의 수상생태계의 순환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업은 강 유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환경 어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섬진

강의 재첩어업은 중국과 일본의 재첩어업과도 구분된다. 전자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채취하고, 후자는 배 위에서 이루어진다. 세계적으로 이러

한 독특한 어법이 사용되는 곳은 손에 꼽으며 이것은 손틀어업이 뛰어난 

보호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력

섬진강 하구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재첩어업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상

당한 영향을 주었다. 재첩어업은 나이와 성별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

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두레라고 불리는 협력 조직의 형성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 섬진강의 다양한 어업 중에서 특히 재첩어업은 적극적으로 

두레를 활용했고, 이를 통해 재첩채취자들은 출신지(경상도 혹은 전라도 

지역)과 상관없이 협력하고 공동의 유대감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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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두레전통은 마을 수준의 어업조합의 형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

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은 전통 노동요를 부르며 힘든 노동을 즐거움으로 

돌렸고 뱃고사로 알려진 의식을 통해 풍어를 기원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 마을의 두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섬진강 전통 재첩어업의 계승과 계속된 어업활동은 지역 음식문화의 형

성과 확산에도 영향을 주었다. 섬진강 하구는 재첩국, 재첩샐러드, 재첩

비빔밥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유지해왔다. 재첩의 효능(간 보호, 숙취

해소, 해독, 빈혈완화, 황달 치유)은 점차 널리 알려졌고, 재첩요리들은 

지역 식당과 음식 전문가들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재첩요리의 대중화는 

재첩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따라서 섬진강 재첩어업이 계속되게 했다. 

4월에서 11월까지 재첩잡이 손틀어업 활동은 섬진강 주변 자연환경의 

계절적 변화와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적 경관”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섬진경의 경관과 독특한 전통어업의 지식을 활용하여 매년 재첩

축제가 열린다. 매년 조업 시기가 되면 섬진강의 멋진 자연경관과 독특한 

재첩잡이 문화의 장면을 직접 경험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수의 관광

객이 섬진강을 방문한다. 

다행히 섬진강 하구의 건강한 자연 상태가 유지되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개발압력에 취약하다. 게다가, 섬진강댐 건설 후 유량이 감소해 염도 증

가, 수질 변화, 외래종 유입 등 여러 가지 환경위기가 야기되었다. 이런 

배경에 맞서, 이 지역의 전통어업의 전통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섬진강 주민들은 수질 개선, 염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와 재첩 대량 

폐사 예방, 재첩 서식지 확대, 지속가능한 최대 수확량 계산을 통해 남획 

방지 등의 보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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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러한 점에서, 섬진강의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섬진강 주민들의 식량안

보와 생계, 수상생태계 보존, 다양한 지역문화 형성, 빼어난 문화경관 창

조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농업유산으로서의 이러한 가치

를 인정받아, 손틀어업은 한국중요어업유산(KIFHS)의 일부로 지정되었

다. 게다가, 섬진강 유역은 재첩 서식지 보존을 위한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첩은 중국(양쯔강 유역), 일본(홋카이도 남부지역), 그

리고 한국의 기수역뿐만 아니라 강과 개울에서도 서식한다. 세 국가 모두 

재첩 서식지와 어획량의 감소 문제에 직면해왔는데, 이것은 1980년대 이

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강 하구의 개발로 야기된 수질오염과 환경의 

변화에 의한 현상이다. 위험요소들로 가득한 내수면어업의 위기를 고려

할 때, 섬진강은 상당히 중요한 지리학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섬진강 손

틀잡이 재첩어업은 재첩과 다양한 기수역 어종 보호는 물론 전통적인 내

수면 어업의 전승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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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중요
어업유산

유산명칭 대상 지역 특징

제주 해녀어업 

(제1호)

(‘15. 12. 21)

제주도 전역

(14,346ha)

ㆍ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

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

적 어업방식으로 불턱, 해신당 등 물질과 

관련한 전통풍물이 다양해 희귀하고 독특

한 문화적 가치 존재

보성 뻘배어업

(제2호)

(‘15. 12. 21)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일대

(35㎢)

ㆍ  밟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mud) 특성 때문에 뻘배는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

동 수단

남해 죽방렴

(제3호)

(‘15. 12. 21)

경남 남해군 

삼동/창선

면 지족해엽 

일원

(537.2ha, 

죽방렴 23

개소)

ㆍ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

단으로써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어로방

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시스템 

신안 갯벌 천

일염업

(제4호)

(‘16. 10. 31)

전남 신안군 

천일염전 일

대

(29.7㎢)

ㆍ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전통 기

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과 햇볕으

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어업활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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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제5호)

(‘17. 12. 1)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

리, 가교리, 

봉명리 일대

의 지주식 

김 양식장

(358ha)

ㆍ얕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 어

장의 특성을 이용해 김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

간 노출을 반복하면서 생산하는 친환경 전통

적 김 양식어업

무안·신안 갯

벌낙지 맨손어

업

(제6호)

(‘18. 11. 30)

무안 탄도 

및 신안 선

도 일대 갯

벌(118.35

㎢)

ㆍ낙지의 생태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손으

로 포획하는 전통 낙지잡이 어법

하동·광양 재

첩잡이 손틀어

업

(제7호)

(‘18. 11. 30)

하동군, 광

양시 섬진강 

하류 일원

(140ha)

ㆍ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첩을 채취하는 어법

통영·거제 견

내량 

돌미역틀잇대

채취어업

(제8호)

(’20.7.3)

통영시, 거

제시 견내량 

해협 일원 

(63.6ha)

서식환경이 잘 보존되고 빠른 유속과 깨끗한 

수질의 견내량 수역에서 자란 미역을 틀잇대

(도구)를 이용하여 채취 하는 전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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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우선 문화(Voicing culture 
after nature): 술라웨시 지역의 
전통지식과 해양자원관리

데디 수프리아디 아두리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L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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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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2-3 2020 해양 무형유산 웨비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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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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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르 바아 타 팔롤로 
(O le Va‘a Tā Palolo)
-팔롤로 낚시와 선박제조술

스티븐 퍼시발

사모아 티아파타아트센터

2-4

E au i le tauola, e au i le fāgota. 
어롱을 손질하라, 어부가 되어라

사모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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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 년에 두 번 벌어지는 행사인 팔롤로(palolo)1 낚시를 위한 카누 제작

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설명되거나 기록된 경우가 드물다. 사모아섬 사아

나푸(Sa‘anapu) 마을의 최고 기능장(Master Craftsman)인 레사 모투사

가(Lesā Motusaga)가  알려준 지식을 담은 텍스트와 함께, 본 연구는 다

채로운 어업 전통을 위한 통나무배, 파오파오(paopao)2의 제작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10월과 11월 보름달이 뜨고 7일 

후 새벽녘 산호초 지대에서 올라오는 별미인 팔롤로는 태평양의 캐비아

로 알려져 있는데, 이 희귀한 해산물을 위해 사람들이 지불하는 높은 가

격을 고려하면 적절한 설명이다.3 간단히 말해, 팔롤로는 상당한 사회문

화적 가치를 가진 해산물로, 지금은 높은, 어쩌면 부풀려진, 경제적 가치

를 누리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 자연환경은 전형적인 교실은 아

니지만 지식, 특히 타푸(tapu) 혹은 사(sa), 즉 자연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고안된 신성한 법률이나 금지된 행위, 그리고 환경에 관한 지식이 전승되

는 중요한 장소이다.

1   벌레 모양의 팔롤로는 사실 산호초의 틈새에서 일생을 보내는 해양 환형동물의 암수

형태에서 나온 난자와 정자의 주머니이다. (Palola siciliensis, Grube, 1840. Palolo 

viridis, Grray, 1847. Eunice viridis, Kramer, 1903) 출처: The Rising of the Palolo, 

South Pacific Bulletin, July 1962.

2   파오파오는 사모아인들이 전통방식으로 제작하는 여러 종류의 보트 중 하나이다. 그 

외 모든 보트들은 더 이상 사모아에서 제작되지 않고, 여기에는 바아알로(va’a-alo), 작

은 고기잡이용 카누, 분(boon)의 개수에 따라 구별되는 대형 단일선체 카누(예, 라아

우 리마(lā‘au lima) 또는 파이브파(five-barred), 알리아(’alia), 사모아식 이중 카누, 크

기가 큰 것은 바아-텔레(va’a-tele)로 알려져 있다. 다른 보트들은 종종 판재를 사용하

여 제작되고, 여기에 돛을 달면 바아-파이-라(va’a-fai-lā)가 된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Va%27a 

3   팔롤로는 2019년 기록적인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사례 참고: https://samoaglobalnews.com/the-cost-ofpalolo-reaches-a-record-high-
this-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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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모아 문화는 연이은 지구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다채롭고 독자적인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있다. 주

민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구분하기 위해 ‘파아 사모아(Fa’a-Samoa)’ 즉 

‘사모아식’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이렇게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

지했던 사모아인들의 세계관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외부

문화의 충격, 행정적 및 정신적 식민지화, 화폐경제로의 전환, 외국음식 

등이 사모아식, 즉, 한때 풍부한 무형유산을 유지하는 다양한 전통 생태

지식에 의해 뒷받침되었던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모아인들의 전통가옥과 선박 제작기술에 적용된 지식과 역량은 외국

인과 처음 접촉한 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두 가지 예이

다. 이러한 쇠퇴는 단순히 특정한 기술이나 무형문화 표현의 상실 이상을 

의미한다. 문화적 생상물의 발견과 제작은 사모아어의 원천이었다. 전자

의 쇠퇴는 후자의 쇠퇴를 이끌었다. 단어는 더 이상 참고할 만한 의미있

는 지점이 없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거나 잘못 사용된다. 전통예

술의 형태나 언어가 사라지면 무형문화유산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정체

성도 무너진다. 게다가 문화적 침식은 한때 필요했던 토착 식물종들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서 생물다양성의 소실로도 이어진다. 한때 정

착지 주변에서 발견되었던 니우아파(niu ‘afa) 코코넛나무는 코코넛끈 제

작자가 줄고 나무에 대한 보존 노력도 줄어들면서 점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4 지붕잇기(톨로 푸알라우 tolo fualau)5에 사용되었던 식물도 이

와 비슷하게 사라지고 있다. 사모아 샌달우드(아시마노기 asimanogi)6는 

향이 나는 코코넛오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사라졌고 매우 

희귀종이 되었다. 정보 과다의 시대에는 우리의 선조가 매우 친숙하게 알

4   저자가 아파(‘afa,코코넛 끈)의 제작과 사용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오 레 파파 사모

아(O le fAfa Samoa)”과 관련 소책자 제작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일화적 증거

가 발견되었다. 니우아파(niu’afa)는 겉껍질의 길이가 0.5미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

장 긴 품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코코넛종의 소실은 사모아는 물론 전세계의 생물

다양성에 커다란 손실이다. 2013.

5 Ibid.

6   투이 아투아 투푸아 타마세세 타이시 에피(Tui Atua Tupua Tamasese Ta’isi Efi), 

‘Tau mai na o le pua ula’ - Fragrancing Samoan Thought. 오타고 대학 공개

강의, 더니든, 뉴질랜드, 2009년 3월 9일. 출처: http://www.head-ofstate-samoa.ws/
speeches_pdf/Tupua%20Fragrance%20paper%2008%2003%2009%20FINAL%20
OTAG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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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것들,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했던 자연세계에 대해 잊어버리기 

쉽다.

가옥과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은 보통 숙련된 장인인 투푸가(tufuga)에

게서 발견된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마투아 오 파이

바(matua o faiva), 즉 원로 장인이나 최고 기능장이다. 작업이 진행되면

서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최고 기능장님(mālō le silasila i Lau Afioga 

le Matua o Faiva)”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최고 기능장은 ‘아가

이 오 투푸(agai o tupu)’, 즉 ‘왕의 친구’라는 호칭과 함께 높은 존경을 

받는다.7

본 연구는 웅변가-족장인 툴라팔레(tulafale)이자 숙련된 가옥과 선박 건

조기술을 보유한 최고 기능장인 토파 레사 파아누 모투사가(Tōfā Lesā 

Fa‘anū Motusaga)가 저자와 공유한 지식과 경험을 일부 보여준다. 최고 

기능장은 매년 10월과 11월 3일에 걸쳐 일어나는 팔롤로 산란기 중 첫 

번째 산란이 일어나기 전 파오파오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10월에는 사바

이(Savaii) 해안을 따라 수확량이 많고, 11월에는 우폴루(Upolu)에서 수

확량이 많다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경험적 증

거로서,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8

7   Te Rangi Hiroa (P.H.Buck), Samoan Meterial Culture, 1930. 출처: http://nzetc.
victoria.ac.nz/tm/scholarly/tei-BucSamo.html 

8 레사(Lesā)와의 대화, 2020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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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제작에서  
나무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에 
기록된 파오파오
에는 아래의 수종
들이 사용되거나 
언급되었다: 

●   타말리기(Tamaligi), 팔카타리아 몰루카나(Falcataria moluccana): 선

박제작 외의 용도로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침입종

●   타마무(Tamanu), 마알리(Ma‘alI), 가수(Gasu), 타바이(Tavai), 모소오

이(Moso‘oi), 울루(‘Ulu), 피피(Pipi): 보트 제작용으로 선호되는 토착종 

●   파우(Fau), 히비스쿠스 틸리아세우스(Hibiscus tiliaceus), 열대아몬드

과의 해변무궁화: 분(boon)이나 플로트(float)에 사용

●   마아일릴리(Ma‘ailili), 타바(Tava), 아코네(Akone): 분(boon)이나 플로

트(float)에 자주 사용되는 다른 나무들

●   필리필로아(Filifiloa), 엄지 두께의 가늘고 딱딱한 나무: 보트에 묶인 두 

개의 하활(boom)에 아우트리거 분(outrigger boon)을 부착하기 위한 

못(peg)으로 사용

●   토고 바오(Togo vao), 아르디시아 엘립티카(Ardisia elliptica), 최근 사

아나푸 (Sa‘anapu)해안숲에 추가된 침입종, 랄라(lala) 우라리아 라고포

디오이데스(Uraria lagopodioides), 아마도 또 다른 침입종: 이들은 유

연하고 구부러져 있어 팔롤로 잡이용 어망을 만들 때 사용

●   포우물리(Poumuli), 플루에게아 플렉수오사(Flueggea flexuosa), 흔히 

집의 기둥으로 사용되는 단단한 목재, 일부 선박 제조인들은 패들을 만

들 때 선호하는 나무

●   밀로(Milo), 세스페시아 포풀니아(Thespesia populnea)(아욱과), 태평

양 장미목: 자귀의 손잡이를 만들 때 선호되는 수종

자연환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진 투푸가는 숙련된 기능공 이상이다. 

그는 토착 생태계 지식의 보유자이고, 숲에 대해 잘 알며,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해 숲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의식도 알고 있다. 투푸가는 교

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 체계와 노하우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인이다. 

자급 농업과 어업은 여전히 시골 사모아인들의 지속가능한 생활과 건강

한 음식섭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16년 사모아 인구는 194,886명

이었다.  시골 마을에서는 보수를 주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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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선박제작의 
핵심 도구들 

4. 보트 제작과정: 

a. 일리아피(Iliafi), 체인톱: 널리 사용되며, 지금은 필수적인 장비. 

b.   토이(To‘i), 도끼: 나무의 큰 덩어리를 제거해 선체의 대략적인 모양을 

잡을 때 사용. 

c.   토이 파파우(To‘i fafau), 자루가 달린 쇠자귀: 선체와 같은 볼록한 표

면에 사용하는 곧은 날 자귀와 구부러진 쇠자귀. 

돌자귀(To‘i ma‘a) 는 더 이상 사모아의 전통 창조산업에 사용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는지는 현대의 투푸가에게는 미스터

리다. 최고 기능장 레사는 돌로 만든 도구에 대한 통찰력이나 지식을 알

려줄 수 없었다.

이 작업을 위해 레사의 집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라는 타말리기

(팔카타리아 몰루카나)가 선택되었다. 나이는 5년이 채 안 되고 높이는 

12-15미터이다. 나무가 쓰러지면 그루터기는 덮어둔다. 이것은 나무베

기와 관련된 고대 의식의 흔적이다. 초기 연구는 과거 사모아의 투푸가는 

인간과 나무를 친족으로 간주하여 우선 나무로부터 허락을 구하고 희생

에 감사하는 의식을 치루었음을 보여준다.9 레사는 카누의 끝이 쪼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무의 그루터기를 덮는다고 설명했다.

오 르 리우 오 르 바아(O le liu o le Va ‘a) – 선체를 파는 것은 힘든 작업이다. 

통나무를 물에 뜨는 자세로 뒤집은 뒤, 통나무에 직각으로 일련의 평행한 

체인톱 자국을 낸다. 도끼 작업자가 뒤이어 나무의 큰 덩어리들을 내리쳐 

떼어낸다.(그림 1) 

다음으로 체인톱이 지그재그 모양의 자국을 내면, 또 다시 도끼 작업이 

이어지고, 그 후 양 끝이 쪼개지지 않도록 나무의 나이테를 남겨둔 채  

이물과 고물을 잘라낸다. 

9   존경받는 원로이자 문화관리인인 고(故) 시아투아 레우루아이아리이(Siatua 

Leulua’iali’i)는 2008년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숲으로 나무를 베러 갈 때면 그의 

아버지는 늘 먼저 나무에게 허락을 구하듯이 말을 걸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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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달린 자귀는 토이 파우파우(to‘i fafau)라고 불리고, 구부러진 쇠자귀

는 우(to‘ū)라고 불린다.

그림 1. 첫 부분이 제거된 통나무의 단면도

곧은 쇳날과 자루가 있는 자귀(to‘i fafau). 구부러진 쇳날과 자루가 있는 자귀(to‘ū).

첫 번째 나무베기 작업 랄리오(Rālio):   대략적인 선체 모양으로 파기 (c) 데니사  

마나스코바(Denisa Maňásková)

우측 사진은 저자가 만든 자루 달린 돌

자귀이다. 오 르 아마 오 르 바아(O 

le ama o le Va ‘a) –분(boon)은 파

우(히비스쿠스 틸리아세우스)로 만

든다. 색깔이 옅고 가볍지만 단단하

고 이전 카누에서 사용된 것을 재사

용할 수 있다. 분은 하활(Boom)에 

나무못(peg)으로 고정되어 묶인 뒤 보트에 부착된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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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트의 각 면과 부분들의 이름을 보여주는 설계도(그림 2).

그림 2. 최고 기능장 레사 파아누 모루사가가 4일간 통나무로 작업한 카누

마오리 인류학자 테 랑이 히로아(Te Rangi Hiroa)는 그의 획기적인 연구

10에서 통나무배에 관해 기록을 남겼고 그가 그린 그림은 레사가 만든 카

누와 거의 일치한다 (그림 3).

그림 3.   레사가 만든 카누(위)와 테 랑이 히로아(Te Rangi Hiroa)가 그린 카누 그림

(아래) 비교

10   Te Rangi Hiroa (P.H.Buck), 1930, Samoan Material Culture, Bernice P. Bishop 

Museul Bulletin 75. Honolulu, Hawaii: B.O. Bishop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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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설은 산호와 육상생물 사이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산호가 전쟁에서 

이겨서 해저에서 노예로 부리기 위해 벌레들을 포로로 데려왔다. 이 

‘벌레’들이 팔롤로인데, 이들은 1년에 두 번 해수면으로 올라갈 수 있

도록 허락된다. 이 전설과 관련해, 팔롤로가 산호와 포로로 잡힌 벌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우화도 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전쟁이 새와 물

고기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물고기 부대를 모을 때, 팔롤로는 약

하다고 간주되어 소집되지 않았다. 새들이 전쟁에서 이겼고 많은 물고

기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팔롤로는 멀쩡하게 살아남았고 후에 인간과 

벌어진 전쟁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    11

b.   팔롤로12라는 이름은 두 가지 어원이 있다. 첫 번째 유래는 낚싯바늘 

또는 미끼라는 뜻의 파(pa) 라는 단어에 어린 코코넛 과육을 바닷물에 

발효시켰을 때 나오는 기름기 있는 액체를 일컫는 롤로(lolo)라는 단어

가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바닷물에 발효시킨 어린 코코넛 과육은 팔롤

로가 떠오르기 전까지 노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1884년과 1903

년 각각 터너와 크레이머에 의해 기록된 또 다른 유래는 파(pa)와 팔롤

로가 해수면으로 떠오를 때 보이는 기름진 모습을 일컫는 롤로(lolo)라

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라고 한다.

c. 알라가우푸(Alagāupu), 속담13

●   페풀리사이 파알라아우 마마파(Fefulisa‘i fa‘al–‘au mamafa): 무거운 

통나무처럼 변하다. - 배가 가진 최상의 타고난 성향을 찾아볼 때 - 웅

변가-족장이 말할 주제와 같은 제안을 지지하는 호의적인 마음의 변화

●    토피, 토파 르 라아우(Tofī, tofā le la‘au): 나무를 여기저기 자르다. - 힘

든 마구잡이식 선체 작업 -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전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

11 Tofa I‘iga Pisa, The Rising of the Palolo, South Pacific Bulletin, July 1962.

12 Ibid. 

13   이 속담들은 레사(Lesā)의 손자 랄리오 토기파우 리우팔레(Rālio Togipau Laufale)가 

저자에게 알려준 것들이다.

5.   전설11, 팔롤로라는 
이름의 유래,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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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팔롤로 시기14

●    사일리 이 르 타이 르 아가 아 르 바아(Sa‘ili i le tai le aga a le va‘a): 바

다에서 배의 성격을 시험하다. - 배를 정확히 시험하는 법은 배가 사용

되기 전 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4

팔롤로는 진귀한 미식 음식 이상을 의미한다. “아 모모아 르 바오, 에 타피

사 르 가타이팔레(a mōmona le vao, e tapisa le gataifale)”라는 속담15에

서 나타나듯 이것은 봄의 도래를 알려준다. 이 시기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 새들이 모여들고, 해안선은 해산물을 수확하는 사람들로 소란스럽

다. 바이팔롤로(Vaipalolo)라고 알려진 폭우와 함께 우기도 시작된다.

7월 팔롤로 무아 (Palolo mua) 팔롤로의 첫번째 조짐

8월
토 팔롤로, 팔롤로 물리

(Toe palolo, Palolo muli)
팔롤로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시기

9월 물리파 (Mulifā) 육지재배의 마지막 시기

10월
레파노가, 로투아가

(Lefanoga, Lotuaga)

신에게 비를 기원하는 특별한 기도

의 이름에서 가져옴. 팔롤로는 보름

달(malupeaūa)이 뜬 후 7일째 아

침(새벽)에 떠오른다. “첫 번째 방

문”이 있고(asi le palolo) 다음 두 

번의 아침마다 방문이 이어진다.

11월
타우마파무아, 타갈로아타우

(Taumafamua, Tagaloata'u)

첫 번째 풍요. 물고기와 다른 식량

이 이 시기에 풍부하다. 두 번째 팔

롤로 산란은 11월 보름달의 마지막 

밤으로부터 7일째 일어난다.

14 Lefale, Penehuro, NIWA, Water & Atmosphere 11(2) 2003

https://niwa.co.nz/sites/niwa.co.nz/files/import/attachments/samoa.pdf

15   이 속담은 2011년 토파 아가필리 투이톨로바아(Tōfā Agafili Tuitolova’a)가 저자에

게 알려주었고, 그는 이 표현이 원래의 속담 “a mafua le vao matua, e mafua fo’i le 
gataifale(숲에 과일이 가득하면 바다에도 물고기가 가득하다)”에서 나왔다고 주장했

다. 투이톨로바아(Tuitolova’a)의 버전은 수수께끼 같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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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롤로를 잡는 사람들은 보통 향기 나는 꽃과 잎인 모소오이(moso‘oi 

(카난지움 오도라툼(Canangium odoratum)), 라가알리(lagaali (아글라

이아Aglaia)), 또는 라우마일레(laumaile (알릭시아Alyxia))로 만든 화관

을 쓴다. 이것은 사람과 자연이 주는 풍요 사이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경

험적 증거로서, 팔롤로 수확이 저조해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이 문화적 

풍습에 참여함을 보여준다. 몇몇 사람들이 저자에게 말해준 또 다른 이유

는 팔롤로가 판매되어서는 안 되고 무료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투푸가는 자연환경과 사모아인의 생활방식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를 제공한다. 팔롤로 잡이를 위한 파오파오 제작의 기록화는 고화질 영

상과 이미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록을 사용해 티아파파타 아트센

터(Tiapapata Art Centre Inc.)16는 데니사 마나스코바(Ms. Denisa 

Maňásková)와 함께 시청각 창조성을 강조한 짧은 영상과 인터뷰를 포

함한 좀 더 긴 두 가지 교육 영상을 제작할 것을 계획했다. 이 주제에 관

한 포토 에세이도 티아파파타 아트센터에 의해 발행될 예정이다. 이 기록

을 통해 파오파오 제작과 팔롤로 낚시 관련 무형유산이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되길 희망한다.

사진 1.   2014년 10월 새벽녘에 Lesale Laufale Fa'anè가 팔롤로를 잡고 있다. 그는 

꽃목걸이를 한 채 그물이 달린 테니스 라켓 프레임을 사용해 진귀한 별미를 

잡고 있다.

16   티아파파타 아트센터(Tiapapata Art Center Inc.)는 전통 및 현대 공예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사모아에 설립된 자선기금이다. 본고의 저자는 이곳의 신탁관리인이다.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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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태평양의 캐비어로 알려진 희귀한 해산물 별미인 팔롤로는 1년에 겨우 두 번 

나온다.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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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츠시마 만 해양 무형유산: 
위협 완화 및 기회 확대

앨린 딜레니

일본 동북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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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마츠시마 만

본고는 일본 미야기 현의 마츠시마 만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연안 주민들

과 어업협동조합 회원들이 보유한 해양 무형문화유산의 현 상황을 개괄

적으로 보여준다.

마츠시마 만은 적어도 조몬 중기(기원전 4000-2500)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해양 자원을 사용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정

공원의 이름을 딴 마츠시마 만은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1690년 이곳을 방문한 시인 바쇼(Basho)에 의해 유명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역은 주변 육지의 높은 인구밀도와 해안에 밀집된 산

업, 연안 공동체 내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야

기된 쓰나미의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시련들로 인해 해양무형유산과 함께 공동체와 삶의 방식도 위험

에 처했다. 무형유산이 사회적 결속과 포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할 때, 무형문화유산의 소실은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

회적 풍습과 의식, 축제는 현지 문화와 환경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강화

함으로써 연안 공동체의 삶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

을 강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두 개 공동체의 해양행사인 ‘미나토 마츠리

(Minato Matsuri)’와 ‘하마 오본(Hama O-bon)’이 소개될 것이다.

해양무형유산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따

라서 본고는 ‘어부-삼림(fisher-forests)’과 ‘사토-우미(sato-umi)’라는 

지역적 개념을 살펴보고. 어부들의 지역 생태지식과 함께 회복과 지속가

능성 목표를 지원하는 연안 공동체 활동의 사례들을 보여줄 것이다.

마츠시마 만 지역의 육지와 바다경관은 수 세기 동안 독특한 문화와 생계 

방식을 만들었다. 이 지역은 해양과 연안자원이 풍부하고, 바다는 생계와 

삶의 방식의 근간이 된다. 이 지역은 또한 법에 의해서도 보호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관광은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인 2014년에는 일본 국내외 여행객이 약 840만 명에 달했다(미야기현 

2016). 어업과 양식 부문은 마츠시마 만 주변에서 발견되는 사회생태적 



244

2-5 2020 해양 무형유산 웨비나 시리즈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SEPLS)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고학

적 발굴로 이 지역에서 70개 이상의 패총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약 6천

여 년 전 이미 이 지역이 사토우미 공동체의 거주지였고, 주민들은 생선

과 지금도 이 지역에서 흔히 소비되는 굴과 대합 등의 조개류를 채취했음

을 보여준다(오쿠마쓰시마 조몬무라 역사자료관 2002). 이곳에서 발굴

된 도자기는 당시 소금생산 문화도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마츠시마 만의 

얕고 잔잔한 바다 덕분에 사람들은 굴과 해초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이것은 마츠시마 만의 사회생태적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의 형성에 상당

한 역할을 수행했다.

사진1.   마츠시마 해안 전경ⓒ앨린 딜레니

마츠시마 만의 굴양식은 전근대 시기에 시작되었고 그 역사는 멀리 17세

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미야기현 1994년). 해초(김과 미역, 노리와 

와카메) 재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시작했지만 전후에 규모가 급격

히 늘었다(미야기현 1993년, 1995년). 이 지역에서 생산된 굴과 해초(김)

는 일본에서도 최상품으로 간주된다. 마츠시마 만의 생산물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긴 하지만, 마츠시마 만은 한때 국제시장과 긴밀하게 연

결되었다. 다양한 어종이 소규모 어부들에 의해 잡혔다. 마츠시마 만에는 

거머리말(아마모)도 풍부한데, 이 지대는 산란과 치어를 위한 장소를 제

공해 흔히 ‘바다의 요람’이라고 불린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야기한 쓰나미(3.11)는 마츠시마 만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쓰나미는 집과 양식시설, 선박을 쓸어갔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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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사회생태적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
(SEPLS), 문화

연안환경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든 논의는 필수적으로 해양무

형유산과 사회생태적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SEPLS)에 대한 관심을 포함

해야 한다.

일본에서 어업과 양식업으로의 진입은 지역 및 중앙정부에 의한 어업권

과 조업허가증의 발급에 의해 제한된다. 연안 어업에서, 어업권은 어업조

합(FCA)들에 의해 관리되고, 현지 주민이어야만, 또 최소 조업기간 동안 

조업에 참여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만 조합의 어장에서 어업 및 

양식업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

들은 사실상 어업과 양식업을 계속하는 한 하나의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

(SEPLS)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소수의 신규회원을 제외하고, 이 지역 어

가의 대부분은 수 세기 동안 이러한 활동에 종사했다.

이 지역에는 다양한 현지 축제와 활동이 열리는데, 이들은 더 넓은 일본 

문화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육지 및 해양경관과 사회생태계

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면서 생겨난 고유한 풍습과 의식들이다. 여기에는 

미나토(항구)축제, 하마(해변)오본이 있다. 미나토축제는 제2차 세계대

전 후 어업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카

미(kami)가 이동식 신사에 안치되고, 시오가마 신사(Shiogama Shrine)

에서 나와 배에 태워진 뒤, 시오가마와 마츠시마 만 일대를 도는 신토

(Shinto) 의식이 포함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시오가마 신사에서 하나부

아니라 거머리말도 뿌리 뽑아(90%가 파괴) 해양환경에 생태적 변화를 가

져왔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연의 복원력이 더해져 어업과 양식업이 회복되었고, 한 굴 양식장 주인

은 “마츠시마 만에는 좋은 품질의 해초가 많이 자라서 좋은 ‘수프(soup)’

를 만들기 때문에, 만 내부에서 자란 굴은 매우 맛이 좋다!”라고 자랑스럽

게 말했다(Minohara & Blasiak 2018).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이러한 연안, 해양지역에서는 어업과 양식업이 식

량안보, 생계와 복지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마찬

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문화유산과 공동체 결속의 중요한 특징도 형

성한다는 점이다(Coulthard, Johnson & McGregor 2011; Minohara & 

Blasia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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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신사(Hanabuchi Shrine)로 배를 타고 방문해 공물을 바쳤던 선례에

서 비롯된다(시치가하마(Shichigahama); 2400년의 역사).

미나토 마츠리는 토착 신토 ‘종교’의 측면이 있고, 다음으로 논의될 의식

은 불교적 측면이 강하다. 오본은 일본인들이 조상들을 기리는 ‘망자의 

날’이다. 이것은 보통 8월 중순에 3일간 열린다. 한편, 하마-오본은 바다

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열리는 의식이다. 이 의식에서는 가

족뿐만 아니라 해안에 밀려온 신원미상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함께 제사

를 지낸다.

사진2.   하마 오본(Hama O-bon) 기간에 영혼을 보내는 의식ⓒ앨린 딜레니

이런 구체적인 문화유산 축제와 의식들 외에도, 해양무형유산은 환경적 

측면도 포함한다. 사회생태적 생산경관 및 바다경관은 보통 일본어로 사

토-우미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사토-우미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물학적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증가한 해안지역이다. 일본어로 

‘사토’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의미하고, ‘우미’는 바다를 의미한다. 사토-

우미는 어업과 상품의 유통을 통한 문화와 문화교류를 지원해 온 중요한 

해역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과 인간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생태적 시스템이다. 이

들은 주로 생물학적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들이다. 이곳이 사

토-우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물질 순환, 생태계, 인간과의 접촉, 세력권

과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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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들 중 많은 곳에서 어부들이 산림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1980년대 시작되었다. ‘숲은 바다의 연인’(미야기 현) 운동은 처음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핵심

이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산지 지역 주민들에 대

한 접근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지역은 오늘날 한 

해는 산에서 나무를 심고, 다음 해는 해변을 청소하며 상호원조하는 방식

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해양무형유산은  SELPS와 사토-우미에서 보여지

듯 3월 11일 대지진 동안 이 지역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

노하라&블라시악(Minohara&Blasiak) (2015)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

에서 마츠시마 만의 우라토(Urato) 섬은 어떻게 사망을 최소화했는지, 그

리고 피해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SEPLS와 문화적 연결이 수행한 잠재적

인 역할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저자들은 2011년 재앙 이후 

수년간 SEPLS의 회복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후변화와 극심한 기상현

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거라는 점에서 재앙에 맞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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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 세계 다른 지역(예, 저자가 17년간 거주한 덴마크)에 비해 일본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해양무형문화유산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고, 

그로 인해 공동체와 삶의 방식도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형유산은 사회적 연대와 포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형유산

의 소실은 이들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풍습과 의식, 축제 

행사들은 연안 공동체 주민의 삶을 구조화하고, 지역문화와 환경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와 풍습들에 대한 인식과 실

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양 무형유산은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다. 따라서 본고는 ‘어부-산림’과 ‘사토-우미’라는 지역적 개념도 살펴보

고 어부들의 지역 생태지식과 더불어 회복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하

는 연안 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시민운동과 

환경교육 캠페인을 통해 보여지는 이러한 활동들은 더 넓은 사회에 영향

을 주고 개인적인 행동(예, 거머리말 심기)을 통한 환경보존에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도 1.   일본과 도호쿠 지역 

(위키피티아)

지도 2.   도호쿠 미야기현의 마츠시마만 

지역 (출처: Minohara, Cooling, 

and Blasia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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