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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輔縣 屋離#落의 古文書와 그 特徵*

김동전** 

1.머리말 

오키나와현(빼빼縣)은 1879년(명치 12) I유구처분(流球處分)J에 

따라 오키나와1) 제도 외에 미야코(宮古) 군도나 야에야마(八重) 군 

도 둥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오키나와 제도는 중국문헌에 「유구(珠뼈)J . I유구(流求) J . I유구(짧 

求)J 둥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I유구(流球)J란 표기는 14세기 삿도 

(察度)가 명 (明)에 입조(入朝)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5 ，000여 리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곳은 국내에 

• 이 글의 작성에 도움을 제공해 준 나고사(名홉市) 야부(室部) 촌락 주민과 

名훌市敎育委員슬 판계자 분들째 이 자리를 벌어 감사를 드린다 . 

•• 제주대 사학과 교수 

1) 오키나와란 말은 예로부터 오키나와 섬올 지칭하는 용어로 일찍부터 사용되 

어져 왔다. 이를 오키나와 방언으로는 우치나(uchina)로 발음한다(新뼈盛 

障， 1998 , rj뿌빼 知& 日本 知Õ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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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예로부터 「대유구(大珠짧)j 또는 「유구(珪滅)j로 널리 알려져 

왔다 2) 

12세기경， 유구 각 지역에는 아지(按司)라는 호족세력이 동장하였 

으며， 이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가운데 14세기 중반경 오키나와 본 

도에는 남잔(南山) . 쥬잔(中山) . 호쿠잔(北山) 정권이 성립하였다. 

15세기 초에 쇼하시(尙巴志)가 통일하여 제 l쇼씨(尙~)왕조를 탄생 

시켰다. 그러나 1469년 제 1쇼씨는 제2쇼씨로 교체되었다. 14세기 중 

반 이후 유구는 중국과의 진공(進를) 무역을 비롯하여 조선 ·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제국 동과 중계무역을 통하여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계무역의 이익은 16세기에 이르러 포르투칼 

인이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점차 상실되어 나갔다 3 ) 

1609년 사츠마(흉摩) 군인 3천여 명이 도쿠가와(德J 11) 막부의 허가 

를 얻어 유구를 침략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조선과의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구를 통해 개선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후 시마즈(島律)가 효과적인 경제적 침탈을 목적으로 

유구 왕국을 형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유구는 마치 일지양속(日支 

兩屬 )4)의 시대를 거쳐야 했다. 유구 왕국의 멸망은 1879년(명치 12) 

폐번치현(廢樓置縣)에 따른 오키나와 현의 설치였다. 그후 오키나와 

2) 이형상(李衝홈). r탑라순력도(麻羅젠歷圖)J. í한라장촉(漢훌밤뼈)」; 『제주 

(濟州)의 옛 지도(地圖)J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참조. 

3)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김경자 옮김 r또 하나의 일본 오키나와이야기J. 역 

사비평사. 1998 

4) 유구인이 일본식 용속을 따르는 것올 금지하고， 중국 사절이 올 때는 사츠마 

관리를 나하에서 피난시키고， 반대로 유구에서 경축 사절이 에도(江戶)에 갈 

경우에는 일부러 중국풍 옷올 업게 하고. 사절 일행의 이름도 중국어로 부르 

게 하는 한편， 식사 예절까지 중국식으로 강요한 데서 비롯되었다. (아라사끼 

모리테루 지음/김경자 옮김 r또 하나의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J. 역사비평 

사. 1998)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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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의 지배(1945 -1972년)를 받다가 1972년 5월 15일 일본으로 

복귀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거쳐온 오키나와 지역의 문화적 특 

성을 지방사(地方史) 5)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이 

다. 그리고 그것은 야부촌락이라는 한 마을 주민틀의 역사적 삶 속에 

서 남게된 문서， 소위 고문서(古文書)라는 한정된 자료에 국한되어 

있다. 개인의 삶은 가족과 문중(門中)을 포함한 친족， 마을을 단위로 

한 향촌사회， 나아가 국가라는 커다란 조직의 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야부촌락에 어떠한 종류의 

고문서들이 남아 있으며， 그러한 문서들이 남게된 배경은 무엇이었을 

까를 추구하는 작업은 ‘새로운 역사 로 ‘민의 생활사’ 를 지향하는 우 

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오키나와의 야부촌락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과거의 수많은 시간 속 

에서 무엇을 기록하려 했으며，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그리고 그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그 자체가 그들의 문화 

유산인 것이다. 나아가 이는 수량의 다소와 질적인 변에서 어느 정도 

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키나와 지역이 지니는 문화， 특히 고문서의 

한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글에서는 1950년 이전 

의 문서만을 고문서로 취급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5) 최근 국내학자들 간에는 지방사. 지역사란 용어를 혼용해 쓰는 경향이 많다. 

지방은 중앙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역사롤 파악하기 위해선 

.지역사. 로 불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도 제기되고 있 

다. 그러나 고석규는 .지역연구 의 본질이 채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나라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올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새로훈 학문으로， 본래 지역연구는 학문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정책 수단이었 

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란 용어는 

부척절하다는 것이다(고석규， 1998 ,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r지방사 

와 지방문화1J ， 역사문화학회， 학연문화사，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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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부촌락의 형성과 변천 

나고시 (名護市)는 1970년 (소화 45) 名護 · 屋部 · 깨地 · 屋我地 · 久

志의 5때村을 합하여 이루어졌다 6) 그 중에 야부지구(屋部地區)는 

야부를 비롯해 宇않住 · 中山 · 旭}II . 山入端 · 勝山 · 安和 둥 7개 마 

을로형성되어 있다. 

야부지구는 근세에 名護間切에 속하였으며，.續圖擺村帳」에는 宇

않住 · 屋部 · 山入端 · 安和 둥의 村名이 보인다. 이 당시 村의 제사는 

屋部/ 디의 관할이었다. 1737년 산림보호정책에 의해 현재의 中山에 

속하였던 山入端이 현재의 지역으로 옮겨졌다. 명치 41년에 屋部地區

는 島願머I村制에 의해 名誠間切에서 名護村에 포함되었다. 그후 屋部

地區는 대정 13년 메制 시행에 따라 名護메에 포함되었으며， 소화 17 

년에는 勝山. 소화 18년에 中山 · 旭川이 분구 독립되어 지금의 7개 

마을이 되었다(나고시사편찬위원회 소화63년， p.292). 

屋部地區의 7개 촌락 중의 하나인 야부촌락의 형성은 확실하지 않 

으나 400여 년전으로 추정되고 있다，.高究帳J (1 664년) 자료에 의하 

면 ‘한싸村’ ，.由來記J (1 713년)에는 ‘屋部村’ 으로 나타난다 7) 그러 

나 이 지역에는 오키나와 패총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貝顧이 야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사랍이 거주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야부촌락의 동쪽에 있는 야부 하천 건너에는 屋部 · 宇

廣住의 옛 터인 후루지마(古島)가 있는데. 구스끄시대부터 근세에 걸 

치는 유물이 채집된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살던 7뺨가운데 6집이 

6) 名護市史編훌委員會 r名護市史J 本編 11 , 名홈市f왔껴， 昭和 63年. p.l8. 

7) 名홉市史編훌委員會 r名훌훌市史」 資料編1 :近代歷史統計資料集， 名護市f했Yf. 

昭和 56年.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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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로 왔고， 한 집은 宇않住로 이주했다고 전숭된다. 

현재 야부는 大島 · 久護 · 暴久 . i兵 · 上頂 등 5개의 集落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에서 大島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久讓는 久護家의 

屋號에서 유래되었다. 上原은 1879년 ‘廢灌置縣 ’후에 士族의 이주로 

형성되었다. 近世 야부는 名議間切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名護間切ry

工 촉의 하나로 불리워진 가문이 야부영工-휴였다 야부에는 야부 

φ工-츄의 묘가 1755년에 만들어졌으며， 그 곳에는 1757년에 건립된 

묘비가 세워져 있다. 야부η工-휴의 뿔本久光은 1879년(명치 12) 名

護間切 地頭代였는데， ‘廢覆置縣‘에 반대하다 경찰에 의해 감금되었 

다. 그러나 그는 야부 村民의 도움에 의하여 탈출하였으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1883년(명치 16) 야부住民과 야부 

ry工-촉 사이에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하여 야부ry工-휴와 주민간에 

갈등이 빚여지기도 하였다. 

1899년(명치 32) 3월 법률 제59호 오키나와현 토지정리사업법 시행 

(지할제도에서 사유재산제도로 토지소유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 

에 의해， 야부에서는 그해 5월에 토지정리가 시작되어 다음해 3월에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 3명이 부당이익을 취하려다 주민 

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크게 분개하여 이들의 불법을 제기 

하는 소송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8) 1913년 정부의 사탕증산계획으로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경지정리를 위해 1916년 8월에 屋部輪地整理

組合이 결성되어 1917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1918년 8월에는 

屋部共同製橋組合이 결성되어 分憲‘橋工擾을 건셜하였으나. 이듬해 

12월에 도산하고 말았다. 1944년 10월 10.10 공습으로 마을이 피해 

를 입었으며， 1945년 4월에는 미군의 상륙으로 주민들이 田井等收容

所에 수용되어 있다가 동년 10월말에야 귀환이 허락되었다. 

8) 名홈市史編훌委員홈 r名홉市史」 흩料編 .2: 戰前新聞集成 . 1 名護市4됐W. 

昭和 59年， p.61 , r名홉通信J(明33 ， 9 ， 19, 流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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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야부의 A口훌化 

연대 호수및 세대수 남 여 인구 호당평균 

1880년(명치 13) 263호 758 668 1_426 5.42 

1903년(명치 36) 337호 928 923 1.851 5.50 

1979년(소화 54) 349세대 702 648 1 350 3.86 

근현대 야부의 인구변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9) 

〈표 1)에 의하면 1880년 당시 야부촌락은 263호에 인구가 1 ，426명 

이었다. 호당 평균 인구수는 5.42명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 

시 名護間切 137>> 촌락 중에서 야부촌락이 가장 인구가 많았다. 1903 

년에는 337호에 1 ， 851명으로 1880년에 비하여 1. 3배 증가하고 있는 

데， 이는 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한 요얀으로 1899년(명치 32) 5월부터 1903년(명치 36) 10월까지 

시행된 토지정리사업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시기의 토지정 

리사업은 법률 제 59호 오키나와현 토지정리 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비로서 인정되었다. 또한 1887년 

(명치 20) 에 야부소학교가 이 야부촌락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볼 때， 

야부지구의 중심은 야부촌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908년(명치 

41)에는 소학교에 고둥과가 셜치되고 있어 당분간 인구의 팽창은 계 

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03년(명치 36) 세율을 높이는 妙橋消費鏡法改正에 대한 

반대 청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전체 337호 중에 144호가 

서명하여 36% 이상이 사탕재배과 관련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명자 중에는 사족과 평민비율이 1 1. 8대 88.2% 

9) 名護市史編훌委員會 r名홉市史」 資料編 1: 近代歷史統計資料集， 名護市投

所， 昭和 56年， p.52에 의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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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그후 야부촌락은 1913(대정 2)년 

사탕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사탕재배가 유행하였고. 1918년 

(대정 7)에는 조합이 셜립되기에 이르렀다 1924년(대정 13)부터 실 

시된 때I制로 名護는 名홉머I으로 바뀌었고， 그후 나고시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야부촌락의 고문서와 내용 

야부촌락에서 확인된 1950년 이전의 고문서는 모두 57점에 이릎다. 

그러나 이는 미확인된 각 집안의 장례문서를 포함하게 되면 더 발견 

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었다. 각 가문별로 소장하고 있는 고문 

서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위의 내용올 토대로 〈표 2)와 〈표 3)을 작성하였다. 먼저 〈표 2) 야 

부촌락 古文書의 所藏處別 現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야부의 富豪였던 久護家 소장 문서가 18건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다른 집안에 비하여 소장 문서도 다양한 편이다. 뿜本政雄家 5건， 뿜 

本光雄家 11건. 喜友名屋 6건. Jl I之端 · 比嘉義光家 7건， 뿔本T좋子 

家 4건， 比嘉勳家 3건， 宜保榮次郞家 3건으로 모두 57건이다. 그러나 

57건 중에 費構 관련 문서가 37건으로 거의 2/3에 해당한다. 즉 대부 

분의 문서가 장의 관련 문서인 셈이다. 그리고 이들 문서는 모두 개 

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의 문서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간에 주고 받은 문서들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1899년(명치 

32)이전에 토지사유재산제도가 백생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없었기 때 

10) 딩爛消寶鏡法改正之歲;付請願(園立公文書館藏 「明治36年公文雜훌 建議 5 

卷86J ) , 名護市敎育委員슐 r名홉市σ)A物誌.J 2, 平成 3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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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久홉家所藏文書 

크기(가 面
文홈名 作成年代 빼聊흉 

로 X 세로) It 
內容

出뼈中日記 1884年(明治 17) 뿔本久明 20.Oan x 32 토지소요사건 당시 훌훌 
27.Oan 출두와관련된기록 

請地홈入之훌‘:付 1885年(明治 18) 19.6cm x 16 토지소요사건 당시 문제 
뼈願홈 27.5cm 의 토지에 대한 생산가 

능량과연객기록 

7 "'1" 7原뼈指令i홉 ti光짧 10年 12月 188. 地主屋部 20.Oan x 18 토지소요사건 당시 문제 

B’훌훌 明治 18年(1885) I 月 28 村 27.Oan 의 토지였던 7 "'1" 7原과 
B f올本久明 판련된기록 

1Ï明 i홉地反別m훌 1887年(明治 20) I 月 11 뿔本，:~ 19.Oan x 20 1Ï明地애 대한 생산량 
現Jlf후本1îL 日 27.Oan 및 세금에 대한기흑 

私之所홈1Ï明뿔후 1875年(明治 28)ζ未 ti 뿜本ι-{:> 19.5cm x 84 1Ï明뼈에 대한기록 
入表훌取帳 2月 솜日 훌之 27.Oan 

1Ï明本立#톨都村 未詳 19.5cm X 8 1Ï明뼈률 확인하는 내용 
山'"那'7;빼日記I홉 26.Oan 의문서 

;t言홉 1875年(明治 28) C.未 7 뿜本‘:~ 3 8.5α1 X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채 
月 98 27.Oan 장 산을모두준다는내용 

阿 L양 It開修南之 1881年(明治 14) 9月 • 흩 뿔本‘:-{:> 20.Oan X 44 阿 L양It룰 수리하는 사 
時諸훌日記 光빼 7lf 辛E. 911 27 日 27.5cm 용된계반내용올기록 

f뿌屋홈i홈之時를홈훌 1882年(明治 15) 8月 뿜本I:~ 19.5cm X 18 집안 형제의 집을 지으 
B듭해훌 26.뻐n 연서사용된제반내용 

本家新훌之JIif日記 1906年(19l治 39) 흩8月 뿔本久렘 18.3cm X 80 집융신축하는대 사용된 
26.5cm 재료， 작업일수， 친척의 

부조내용기록 

π뼈폼代日記 1930年(昭和 5) 홉替 뿔本久訓 19.5cm X 26 久훌家 家系에 대한 기 
27.7cm 록 

茶f흥fl 1921年(大正 10) 흩大正9 f율本久회| 8 t용本久행1의 祖flt 장례시 
年 12月 118 行列순셔 

茶昆*훌 1921年(大正 10) 12月 } 4 뿔:4't1，~(오후 I 시 사 
日사망 망.4일 오후 2시 장례) 

茶뿔뿔 1945年(昭和 20) 12月 26 4 뿔:4':6‘홍(오후 1 :30 사 
B 사망 망 27일 오천 I1시 장혜) 

民間由來홉E홉本 ~前1Iß;Jo年뼈 

王代記훌本 1884年(光빼 21) 6,R 19.5cm X 62 유구 및 중산왕의 연대 
27.5cm 장 기 

毛a先ij[由來記 1891 年(:)\';챔 28) 
앓本 

中山歷史제本 1908年(明治 41) 5月 19.3cm X 24 유구역사의 왕대기 
26.Oan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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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뿜本政雄家 所藏 文書

文홈名 死亡年代 面ø: 內容

茶휠}톨 1816年(훌훌 21) 6月 34 前東江鏡좋_l훌(6월 27일 밤 4시사망28일 

27 日 사망 장례) 

茶昆帳 1892年(明治 25) 11 月 8 前f뿌~久짧쫓上(1 1월 11일 밤 5시 사망， 동 

11B 사망 일 8시 장례) 

茶昆*톨 1898年(明治 31) 흩8月 6 故久候훌(8월 10일 西時 사망， 11일 8시 장 

10 日 사망 례) 

茶昆帳 1909年(明治 42) 훌 閔 6 뿜本久安(구2월 13일 오후 3시 사망 14일 

2月 13 日 사망 오전 10시 장혜) 

茶훌帳 1918年(大正 7) 흩 9 月 10 故뿔(9월 16일 사망. 통일 정오 장례) 

16 日 사망 

3) 뿔本光雄家 所藏 文홉 

文書名 死亡年代 面ø: 內容

茶良帳 1904年(明治 37) 훌5月 6 뿔本盛lf- (5월 3일 아침 4시 사망. 동일 오 

3 日 사망 전 12시 장례) 

茶昆願 1924年(大표 13) 흩 10 8 뿔本盛保母(10월 6일 오후 8시 사망， 7일 

月 6 日 사망 오후 l시 장례) 

茶昆*훌 1930年(昭和 5) 흩l 月 16 뿔本盛-1월 20일 오천 10시 사망， 통일 오 

20 日 사망 후 5시 장례) 

茶尾l帳 1933年(昭和 8) 흩 3月 8 뽑本盛iEO월 28일 오전 11시 사망， 동일 

28 日 사망 오후 4시 장례) 

茶題l帳 1936年(昭和 11) 훌11 10 뿔本盛善(1 1월 5일 오전 10시 사망. 동일 

月 5 日 사망 오후 5시 장례) 

茶昆帳 1939年(昭和 14) 훌8月 1장 뿔*~、Y子(8월 6일 오후 3시 사망. 통일 

6 日 사망 장혜) 

茶昆帳 1944年(昭和 19) 8月 6 뿔本盛康(34세)， 훌(20세)， 장남 盛春(2세) 

17 日 사망 대동아전쟁으로 南洋-+t 1 서에서 사망 

茶뿔帳 1944年(昭和 19) 8月 6 뿜本/、-r(3 5세) 대동아전쟁으로 南洋-+t 1

17 日 사망 /‘에서 사망 

茶뿔!帳 1945年(昭和 20) 4月 12 뿔本盛保(4월 25일 오전 9시 사망， 동일 오 

25 B 사망 후 8시 장례) 

茶f홍帳 1945年(昭和 20) 11 月 3장 f을本盛保의 장례시 香賣帳

25 日

茶昆帳 1945年(昭和 20) 11 月 4 뿔本盛保911월 25일 오전 9시 사망， 동일 

25 日 사망 오후 4시 장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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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喜友名屋所藏文書

文홉名 死亡年代 面f5( 內容

茶昆*훌 1843年(道光 23) 1 月 4 口 口 (1월 25일 오후 8시 사망， 26일 8시 장 

25 日 사망 혜) 

茶昆帳 1879年(光빼 5) 6月 16 4 我如古옳짧훌上-Il]:(6월 16일 8시 사망， 17일 

日 사망 8시 장례) 

茶f흉帳 1891 年(明治 24) 2 月 10 比훌盛흩(2월 20일 오후 7시 사망， 21일 8 

20 日 사망 시 장례) 

茶f홍帳 913年(大正 2) 흩11 月 6 比훌홉솜母(1 1월 29일 오후 7시 사망， 12월 

29 日 사망 I일 오후 l시 장혜) 

茶昆帳 1920年(大正 9) 흩3月 6 디 디 (3월 18일 오후 5시 사망， 19일 오후 2 

18B 사방 시 장혜) 

茶昆帳 1925年(大正 14) 閔4月 4 比훌十서(4월 21일 오전 5시 사망. 통일 오 

21 日 후 l시 장혜) 

5) 川之端 比嘉義光家所藏文書

文書名 年代 빼聊者 面It 內容

훌所tl:立 1873年(同治 12) 伊뼈味 l책 묘소률 만들 때 이에 참여한 사람 

諸훌日記 4-5月 훌톨t 9장 이나부조의 내용을기록 

買物빼훌 1949年 흩l 月 13 日 1책 比홉'7:-- 장혜시 산 물건 기록 

2장 

茶昆l帳 1915年(大正 4) 훌 l장 比훌’7J- 사망 및 장혜기록(10월 

10月 15 日 사망 15일 오후 7시 사망， 10월 16 

일 오후 2시 장혜) 

茶昆帳 1919年(大正 8) 흩 I장 比훌훌솜(5월 l일 오후 11시 사망， 

5月 I 日 사망 5월 2일 오후 3시 장혜) 

茶昆帳 4장 比홉7:--(8월 13일 오후 9시 사망. 

1946年 훌8月 13 日 8월 13일 오후 2시 장혜) 

茶昆帳 사망 4장 比훌'7:--(1월 12일 오후 4시 30분 

1949年 흩l 月 12 日 사망， 13일 오후 2시 장혜 ) 

茶昆帳 사망 1 책 당일 ;燒香者 名椰， 5띤(87명)， 10 

(燒香者 1949年 흩l 月 13 日 5장 10며 (2명)， 100며(1명) 

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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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뿔本*좋子家文書 

文홈名 死亡年代 빼.者 面Ií 內容

茶昆帳 1863年(同治 2) 2 16 前秉久大屋子(2월 12일 밤 4시 사 

月 128 사망 망， 13일 디시 장혜) 

茶昆帳 1870年(同治 9) 6 14 大秉久쨌톨上훌(6월 14일 밤 7시 

月 14 日 사망 사망， 15일 8시 장혜 ) 

茶昆帳 1879年(光짧 5) 3 16 前.久大屋子훌(3월 3일 9시 사 

月 3 日 사망 망， 4일 8시 장혜) 

元üit來記 1935年(昭和 10) 흩 뿔本太松 10 「石根크 1) 元祖聊供~갖時홉」 

7月 6 日 작성 

7) 比홉勳家文홉 

文훌名 作成年代 面Ií 內容

恩納間切山田村#首里浦 1893年(明治 26) 흩7月 26 5개 마을에 있는 神에게 

j;f.;中城高없排i빼빼作 268 排하는 것과 관련된 

-門中日記 문중일기 

今婚{二據排神뺑作-門中 1899年(明治 32) 흩8月 12 今흉{二城에 있는 神에게 

B 홉E 10 日 排하는문중일기 

빼作屋祖先位牌記 未詳 선조에 대한위패와판련 

된기록 

8) 宜保榮次郞家文홈 

文홉名 死t年代 面Ií 內容

茶昆帳 1876年(明治 9) 11 月 }장 宇E홍뾰鋼톨1:(11월 11일 4시 사망， 12일 8 

108 사방(59세) 3장 시 장혜) 

茶昆!훌 1888年(明治 21) 9月 2장 宜保(9월 15일 오전 6시 사망. 동일 12시 

15 日 사방(3μW) 장례) 

茶훌!흩 1908年(明治 41) 훌12 女'7;"- (1 2월 6일 사망， 7일 장혜) 

月 6日 사망 

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토지매매문서에 

국한된 것이다. 그 이외로 얼마든지 개인간에 문서의 교류가 있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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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야부촌락 古文톨의 所훌흩別 現況 單位: 件

옳혔 土地
土地훌훌 

建棄 先훌·門 
家門 民間 遺言

훌歲文書 
文書

樓훌件 
日記 中文書

由來 由來 文書 計

文書 文書 記類

久護家 3 3 3 4 18 

뿔本政雄家 5 5 

뿜本光雄家 11 11 

喜友名屋 6 6 

川之端·比嘉 6(1件 7 

義光家 買뺑嚴) 

뿔本T호子家 } 4 

比嘉勳家 3 

宜保榮次郞家 3 

計 37 3 3 4 2 4 57 

지만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표 3)올 통해 야부촌락 古文書의 內容別 · 時期別 現況을 

보자. 

고문서 총 57건 가운데. 장의 관련 문서가 37건， 야부 토지소요사건 

관련 문서 3건 .fr明地 관련 문서 3건， 건축일기 3건， 선묘 및 문중 

관련 문서 4건， 가문유래 문서 2건， 민간유래기 문서 4건이다. 그리고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면. 1879년(명치 12) 이전의 문서가 10건 

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그 이후의 문서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가장 

오랜 고문서가 1816년으로 그 이전의 고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는 이들의 신분이 당시 일반빽생들이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가 인정되 

지 않는 둥 문서를 소지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 연관된다. 

장의 관련 문서 37건 가운데 1879년 이전의 것은 7건이며 대부분은 

그 이후이다. 이는 1879년 이후 조상에 대한 봉사의식이 강화되어 나 

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의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망 및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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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야부촌락 古文톨의 內容別 · 時뼈別 現況 뭘位: 件

싫혔 
1879年(明治 12) 以前 1879年(明治 12) ~ 1950年(昭和 25) 

未詳 計
1810 11840 1186011870 18801189011900119101192011930119앤)-50 

賽樓文書 4 } 4 4 10 37 

土地文書

土地옳擾 3 

事件文書

建葉日記 2 3 

先훌·門 2 4 

中文書

家門由 2 2 

來文書

民間由 4 

來記類

遺言文書

計 7 8 6 5 4 6 10 57 

시간， 부조자 명단 및 물건이나 금액， 그리고 49제， 1년， 3년， 7년， 13 

년의 주기 제향 관련 기록을 추가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屋部 토지소요사건 관련 문서 3건은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해서 久護

家와 주민간에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작성된 내용의 문서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f土明地 관련 문 

서 3건은 이 역시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하면서 久護家 소유의 사명지 

를 재확인하기 위해 縣廳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久홉家 집안 관련 내 

용만 久護家에서 작성해 온 것이다. 

건축일가 3건 역시 久護家가 소장하고 있는 문서로 건축의 수리 및 

신축에 쓰인 재료， 작업일수. 부조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本家新藥之時日記」와 r 11뿌屋普淸之時諸事日記l帳」는 현재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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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指定文ftJ!:t로 되어 있는 건물과 함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선묘 및 문중 관련 문서 4건은 조상에 대한 공양 및 위패에 대한 기 

록과 돌아가신 분의 뼈를 洗骨해서 넣을 경우 언제 넣어졌는가， 그리 

고 그것이 누구의 뼈인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조상의 이름， 그리고 그 

들의 관계를 명백히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리고 묘소를 만들 때 

부조자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가문유래 문서 2건은 사족신분으로의 상숭 또는 가문의 위상 제고 

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집안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 

는 것이 아니라， 가계를 계숭한 사랍만 기록하였다. 민간유래기 4건 

은 久護家 집안과는 관련없는 문서로 이 집안에서 선조를 찾는 작업 

의 과정 중에 선조를 유구 국왕과 관련해서 찾아보려는 의도가 엿보 

이는 대목이다. 즉， 久護家는 본래 일반 백성 집안이었는데， 久訓이 

유구왕가와 연결해 신분의 상숭을 시도한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문 

서라할수있다. 

유언서 1건은 아들이 일찍 사망하자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 

는 내용의 문서인데， 유언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 즉 

手決이 없다. 단지 필체로 유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4. 久護家 文書에 나타난 야부 토지소요사건 

1 ) 久훌家 家門의 位相

이 문중은 부이치문(大一門)이라 한다. 부이치문에는 久護家를 포 

함한 이시가끼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과 ‘나구야 (별명 아지미찌야， 

뿜本東光~)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진다. 久護家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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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훌훌家 家系圖>11)

初代 : 略山按司長男 - 2대 : 前伊豆味親雲上 - 3대 : 前東江親雲」二

- 4대 : 前東江親雲1: - 5대 : 東江親雲1: - 6대 : 뿔本親雲上 - 7대 

: 大暴久親雲上 - 8대 : 뿔本仁屋 - 9대 : 東江親雲上(뭘本久光， 

1827-1880) - 10대 : 11매暴久大屋子(뿔本久明 ， 1852-1891) - 11대 : 

뽑本久칩11 (1875-1얘6) - 12대 - 뽑本久없(1920-1945) - 13대 : 뿜本久 

園(현재) 

久護家는 조상대대로 名護間切의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11매北山이 

멸망하자 초대 ~倚山按司長男 7:';//十~-가 宇f흉住 古島로 이주해 

왔다. 그리고 이 가문이 야부로 입향한 것은 2대 前伊豆味親雲上 때 

의 일이다- 그가 이 곳에 정착하기 전에는 대부분 습지였는데， ’말의 

울음 소리가 들리는 이런 습지에 집을 지으면 큰 부자가 된다’ 는 속 

설을 믿고 이 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 가문은 3대 前東江親雲1:이 喜懶 徵主前으로 재임하였는데， 이 

때부터 이 가문이 경제적으로 부를 축척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특히 그의 후손들이 기도를 할 때， 이 3대를 주로 거론하고 

있으며 ， 4대 前東江親雲上이 3대 前東江觀雲上의 묘를 크게 만든 것 

도 이러한 배경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문의 부를 

쌓올 수 았었던 배경은 유구왕가와의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 즉， 3대 

東江觀雲上이 地頭代投의 관직을 9년간 재임하였는데， 이 때 王山林

폐幸 때에 왕의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자비로 건립하여 王家의 환심 

을샀던 것이다. 

3대 東江親雲上에서 축적하기 시작한 富는 9대까지 계속 증식해 왔 

으나， 10대 {뿌暴久大屋子(뽑本久明， 1852 -1891) 때에 마을 주민과 

11) 久홉家 所藏 文書 r元祖歷代日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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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사건이 발생하면서 점차 재산이 축소되어 나가기 시작하 

였다. 

9대 뿜本久光(1827 -1880)은 위패에 東江親雲上이라 되어 있는데， 

전쟁 때에 호적이 없어져 새로 만들면서 ‘久光’ 이란 이름을 사용하였 

다. 그는 1879년 유구처분 당시에 名護間切 地頭代를 역입하였으나， 

그 직후에 사망하였다. 토지분쟁 당시 문제가 된 7 -ttr'J原 토지는 바 

로 이 때에 排領地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屋部村 주민들은 문제의 

토지 중의 하나였던 7-ttr'J는 久護家에서 사적으로 불인 지명으로 「

?原과 같은 토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9명의 아들을(서자 3인 포 

함) 두었는데 장남 久明이 아들이 없어 차남 久豊의 아들 久訓이 양 

자로 가계를 숭계했으며， 久訓 역시 아들이 없어 久t의 6남인 久榮

의 次男 久成을 양자로 삼았다 11대 뿔本久하11 (1875 -1946)은 마을에 

사탕수수 공장을 만들어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실 

패하고 말았다. 이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하여 재산의 일부를 처분 

하기 시작하여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위패를 모셔놓은 불당에는 9대 久光의 위패가 빠져 있는데， 그 이 

유는 8대와 9대가 형제지간으로 위패를 같이 모시면 불행이 닥친다는 

유타(二L j' -)의 말을 믿고 다른 자손이 가져가 모시게 되었다고 한 

다. 형제의 위패를 같이 배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은 소화 

초기에 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이 집안에 

서 형제를 같이 모셨왔던 것이다. 그리고 久成과 久訓의 경우도 사촌 

으로 서로 養子를 삼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위패도 같이 모셔 있다. 

2) 야부의 토지소요사건 

근세 유구에서는 신분에 의해 거주지역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었다. 

즉， 지배자계급은 도시지역， 일반 백성은 지방에 거주하였다. 특히 

백성들은 엄격한 員租를 부담하고 있어서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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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타지역으로의 이주도 금지되어 있었다. 

한편， 경작지는 크게 百姓地， 投地， f土明地로 구분되어 었었다. 백 

성지는 王府에서 백성에게 나누어 경작토록 한 것으로 일정기간이 지 

나면 재분할되는 地뿜l地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백성의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1899년(명치 32) 이전에는 금지되어 있었다. 投地

는 按司地頭 · 總地頭 · 關地頭에게 준 地頭地 地頭代 이하의 間切投

A에게 주는 h 7...-IJ‘地，(7)까)職에게 수여한 σ)δ < t “地를 말한다. 
{土明地는 개간한 경지를 말하는데， 私有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백성 

이 개간해서 소유할 수는 없었으며 관리들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 개 

간을하였다. 

백성들은 王府， 摩에 조째를 부담하는 한편， 地頭地나 i:> 7...-IJ'地 등 

을 경작하는 의무가 있었다. ~.뚱地를 경작한 백성의 수입량은 대략 생 

산량의 1/3정도이며， 지주의 수입은 나머지 2/3에서 조세를 멘 나머 

지였다. 

屋部村에는 광활한 경지가 있었으나， ft明淸地 · 오에가(才工i/) 

地 · 地頭地 · 노로고모이 (J o::t-{:1)地가 대부분으로 地홈l地 성격올 

지닌 百姓地는 극허 저조하였다. 특허 屋部 1 7...-혼 久護家는 1,500 

평이 넘는 쏠地와 阿흙原에 48，아m평에 달하는 {:t明淸地를 소유하고 

있었다. 

1883년(명치 16) 屋部村에서는 村民들에 의해 屋部1 7...- 혼 久護家

가 소유하고 있던 대지 및 토지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 

구하는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879년(명치 12) ‘廢

覆置縣.으로 流球園이 일본에 병합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 유구 정부 

에 있었던 관리들이 일본에서 옹 관리들로 교체되는 속에세 주민들의 

민권운동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村民들은 久護家에 홉L入하여 택지 

의 동북쪽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고 제멋대로 택지를 양분하였다 12) 

12) 久護家 所藏 文書. r7-tj"r'J原聊指令濟日 l帳柳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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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인 뿔本久明을 협박해서 阿蘇原 지역의 토지를 반환해 줄 

것을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당시 백성의 택지는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有租地로 地鏡를 납부해야 하였다. 따라서 1 ， 500평이나 되는 久護家

택지의 일부가 임의로 소유한 것이라는 촌민들의 주장이 잔혀 설득력 

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소요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阿蘇

原 토지의 탈환이었다. 이 阿蘇原 토지에 대해 久讓家는 排領地로 地

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 ， 500평에 이르는 택지는 당시 특권귀족 

도 얻기 어려운 크기였다. 그리고 久護家는 1 ， 500평에 이르는 택지의 

소유를 입증하는 地卷도 지니고 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뿜本久明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어 1883 

년 12월 7일 현청에 촌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13) 

재판소에서는 1884년(명치 17) 음력 9월 26일 출두해 줄 것을 久明에 

게 요구하였으나， 久明은 피부병으로 1주일간 출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동년 음력 10월 11일 오키나와 현청에 출두한 

久明은 현청 4쨌렀뽕 관리 大田으로부터 阿蘇原은 종전대로 久護家의 

소유로 하되， 屋쨌地 중 규정 이외의 대지는 屋部村에 넘겨줄 것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久明은 10월 14일 이들 토지는 션조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며， 규정 이외의 屋數地에 대해서는 매년 題米 8두 5승 5홉 

을 屋部村에 납부함으로써 소유혜 왔다는 근거로 숭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0월 22일 이를 문안으로 현청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규정 이상의 돼지를 소유하게 된 것은 흉년으로 屋部村 負民

들이 年룰올 납부할 수 없게 되자 先祖가 빈민 구제 차원에서 米와 

錢을 촌민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 결과 屋部村과 상의하여 규정 이 

상의 돼지를 私數地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 15) 그러나 몇 차례의 재 

13) 久護家 所藏 文書. r7 -tf"'Î原뼈指令濟日帳y훌j. 

14) 屋部家 所藏 文書 r明治十七年十一月 J:I) 出觀中 日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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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과. 1885년 l월 19일 7칸r]原은 久護家에서 백여 년 내외로 개 

간하여 경작해 왔으므로 소유권은 뿔本久明에게 있다는 指令62號의 

縣令올 내렸다 15) 阿蘇原은 久護家 소유의 증거서류가 구비되어 있었 

으므로 이를 인정하였으나， 택지는 600평을 촌민들에게 양여하는 조 

건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16) 현재 주민에게 양보된 그 대지에는 

比嘉J: LUl". 빼暴久前造， 比嘉罵孝， 比嘉皮， 比嘉7~ 둥 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대지 한 필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5.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 

하고자 한다. 먼저 야부촌락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것으로 1) 400여 

년 전에 형성된 야부촌락은 17세기 중엽에 「한..hJ로 기재되다가 1713 

년경 「屋部」로 기재된 후 변동이 없으며， 다만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 

라 名홉間切 • 名賣村(1908년) -• 名護머J(1924년) • 屋部村(1946년) 

• 名護市(1970년)에 소속되었다. 2) 취락의 형태는 集村의 성격이 

강하며. 생업 면에서는 戰前까지는 농촌 마을， 마을 주민의 신분 구 

성에서 볼 때는 民村 마을이었다. 그리고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은 

촌락의 성격을 띠고 있고， 호당 평균인구는 5.46명 (세대당 3.86명 : 

1979년 자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야부촌락의 고문서가 지니는 특정으로는 1)장의 관련 문 

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운서의 발급자 

와 수급자가 명확하지 않은 즉， 문서의 대상이 없이 작성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기록된 備忘錄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조상에 대한 奉祝

15) 久홉家 所훌 文書 r7→f ’7原뼈指令i홈日帳椰J. 

16) 比嘉宇太郞 r名홉六百年史J.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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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장례식 및 49제， 1년， 3년， 7년， 13년의 주 

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또는 장례식과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도와준 사랍을 기재해 둠으로써 후일 그 집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 

였을 경우， 이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상유래기 또는 문중일기 둥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시기는 명 

치시대로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 만들었을까? 

士族으로의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에 대한 유래를 명확히 하 

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百姓身分에게는 系圖17)의 所持

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는 1879년 

「廢覆置縣」이후 백성들의 권한이 다소 신장되면서 전해져 오는 이야 

기를 참고해서 조상의 이름， 그들의 관계를 명백히 문서화 해 나갔 

다. 이 경우 집안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를 계승 

한 사람만 기록하는 것이 특정이다. 位牌에 대한 기록은 사망한 사랍 

의 뼈를 洗骨해서 넣을 경우 언제 넣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뼈인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조상을 찾기 위한 조 

상유래기 작성은 메이지시대 때부터 성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히 

집안에 불행이 있을 정우 조상올 제대로 봉사하지 않아 불행이 닥쳤 

다는 의식을 사람들이 지니기 시작하면서이다. 그리고 昭和初期에 이 

르러서는 장 · 차남을 같이 묘소에 모시거나， 위패를 배향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집안에 불행이 닥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3) ‘中山歷史’ , ‘王代記 둥 집안과 관련없는 民間由來듬않훌의 문서 

가 남게된 것은 집안에서 선조를 찾는 작업의 과정 중에 선조를 유구 

국왕과 연계해 보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즉， 久훌훌家는 본래 일반 백 

17) 家讀(fJ‘4、)로 始祖부터 代代로 생몰 · 업적올 기록해 2부률 작성하여 1부는 

系圖座에 제출하였고 1부는 국왕의 印올 뼈印하여 집안에 돌려주연 각 집안 

에서는 士族身分임올 증명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系圖座는 1689년에 설치되 

었으며 , 系持는 士族， 無系는 百姓身分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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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집안에서 地方投A으로 진출하였는데， 10대 久明이 가문을 유구왕 

가와 연결해 보려고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작성해 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久護家 가문과 주민간의 토지소요사건과 관련된 문서 

이다 1883년(명치 16) 토지분쟁 당시 주민들의 요구는 대지 0 ， 500 

평)의 일부를 축소하여 그 나머지 부분은 주민에게 양보할 것과 阿蘇

原의 토지는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경작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포기하 

라는 것이었다. 재판 결과 1885년(명치 18) 1월 19일 阿옳原、 토지의 

소유권은 久護家에게 인정되었으나 대지 중 600평은 주민들에게 양 

여되었다. 이 사건은 1879년 일본에 병합되면서 유구국의 멸망으로 

舊官傑의 위상이 약해지자， 이를 틈타 주민들이 그들의 권익을 신장 

시키는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久護家가 地方投A으 

로 관직을 임용받은 임명장이나 양자 입양시 가문간에 이를 약속하는 

문서나 양자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문서들이 확인되지 않음은 의문 

으로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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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in 꿇bu Village, Okinawa,]apan 

Kim DongJW1 

The docurnents fOW1d in 없u(屋홉에 찌llage， 0피nawa， J apan may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funeral and ancestor worship, family history, 
local history, and court records. Most of them 와e the documents re뿜r버ng 

funerals and ancestor worship ceremonies since the 19th century. The list of 

givers and gifts including money was recorded in these documents. 

까lere 와e 떼so the documen잉 of 뼈mψ and local history, which were 

recorded for common people to move toward the aristocratic class during 

Meiji era. In 바ose days, fu벼lermore， when a family had a misfoπune， 남ley 

came to believe that they had neglected the worship of their anc않tors. Such 

an idea made them record the or며 family history. 까le efforts to 파tk one's 

ancestor with the king of Ryukyu resulted in recording the oral local 

history. 

Particularly, the co따t records of January 19, 1885 (Meiji's 18th year) 

were about the disputes of land ownership between Fugu (久護) familyand 

common villagers. They show that commoners tried to increase their 

interests when the influences of the bureaucratic class such as Fugu family in 

Ryt페매 were weakened by the 뻐nexation of Ryt때매 to Japan in 1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