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쿄문화연구 제14집 2호. (2008) pp. 167"'200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군용지료， 촌락공동체， 사회조직， 시마 이리아이， 부락민회， 오키나와 

군용지료와 오키나와 촌락의 사회조직: 

오키나와(‘때編) 킨효(金武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띨수. 

1. 머리말: 경제적 구심력으로서의 군용지료 

현대 오키나와 문화와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시마공동체’ 혹 

은 ‘시마사회’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山本英治 2004). 이 말은 전후 광 

대한 미군기지가 건설되고 산엽화 및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사회에 촌락공동체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 

게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종래의 촌락꽁동체가 현대 오 

커나와의 촌락 사회에서 여전히 독자적인 사회조직A로 연속되고 있는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 본고에서 전통의 개념은 항상 ‘과거로부터(의) 연속성， 연속됨， 연속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생ζ빼도 되도록 일관된 의미로 사용한다. 에릭 홉스봅{Hobsbawm 
1983)의 전용의 발명(invention of tra이tion)이라는 개업에서 나타나는 과거와 현재， 

전흉사회와 근대사회에 대한 단절흔적 인식과는 다른 입조L에 있다는 것올 마리 밝혀 
둔다. 본고에서 마루는 촌락공동체의 전동은 오키나와의 민속학자 인류학자 역사학 
자들의 연구성괴에 의해 상당 부분 그 근원이 명확$뻐l 추적될 수 있으며， 결코 근 
현대의 새로운 발명풍은 아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지역사 혹은 촌락사의 연속성 및 
자융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적 시점에서의 정치경제척 논리에 의해 전홍적 문화 
요소의 끊임없는 변화， 생성， 소멸이 있어온 것은 툴립없지만， 여기에 어떤 단절을 
설정히는 것은 조심스러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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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2)에 주목하여， 그것이 단지 과거의 잔재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 

떠한 현재적 요인과 조건에 의해 구심력을 유지해 왔는가를 분석해 보 

과한다. 

나카마츠 야슈{뺨쨌힘秀)는 그의 1975년 저작， 『폐1(:村』에서 오키 

나와 촌락의 사회구조와 공죠규조를 고류큐시대(古織購뼈3)로부터 

형성되어옹 오키나와 사람들의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 관념과 의례를 통 

해 설명한 바 있다.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촌락공통체는 혈연성과 지연 

성에 기초하면서도 우티키(쩌織리는 미을의 성지에 머문다고 믿어지는 

촌락의 공동조).J에 대해 주기적인 의례를 행함으로써 의식상으로 통합 

된 제사집단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 그의 주된 논지이다. 그에 따르면，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촌락공동체는 종교적 신앙과 의례를 통해 구심력 

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종교적 요인에 의한 구심력이 ~화되면서 해체 

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4). 

나카마츠는 종교적 관념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도， 메이지시대(明 

治時{성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구적 관념과 학교교육의 도입으로 시 

작된 사고의 협리화가 미군정기의 사회체제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급속 

도로 확산되어， 1970년대에 이미 촌락구성원들을 의식상으로 통합하고 

있던 종교적 신OJ이 해체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히여 신%에 의 

해 만들어졌던 촌락공동체의 질서가 정치와 경제에 의한 사회질서로 변 

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카마츠의 지적은 실제로 촌락 사회의 

질서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재현되어옹 점을 명확히 밝혀내고 있지만， 

2) 야마모토에이지 · 타카하시아커요시 · 하스미오토히코(Úl本英治 · 홈橋明홉 • 連見흩彦 
(編 1995)가 보고한 것처럼， 현대 오키나와의 촌락사회에는 아재字)나 쿠{힌라는 
사회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사회에는 재|회(自鋼)， 향우회 풍의 사회조직이 
종채하고 있다. 

3) 오키나와 역λ에 대한 일반적 구분에서 고류큐시대는 팎뺑국이 건국된 1429년부터 
일본 사츠마번熾摩뿜의 간접지배가 시작되는 1609년까지융 지칭한다， 

4) 나때}츠가 설명하는 오키나와의 전흥적 촌락공동체에 관해 써l한 내용울 숙지하고 
자 할 경우에는 진필쉬'2008a: 41 -7이흘 참초해l 빠며， 본 논분에서 전통적 촌락 
공동체 개념은 나카마츠의 촌락콩동처l론올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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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면이 촌락공동체의 해체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종래의 촌락공동체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구심력을 얻어 독자 

적인 사회조직i로 지속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나뻐}츠는 근세 촌락공동제의 형성과 오키나와의 특유한 토지제도 

인 지와리제도(t醒l뼈IJ園의 상관성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분석을 통해 

“때강혐;秀 1977: 85-138), 타무라 히로시의 고전적 저샌田村浩 1977 

[192η)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촌락공유지라는 경제적 지원이 촌락공동 

체를 조직해 나가는 측면에 대해서도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그는 1903년 토지사유화 이후 촌락공유지의 존속과 경제적 지원 

A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토지샤유 

화에도 불구하고 촌락공유지는 지금쩨 오키나와 각지에 산재해 있으 

며， 전후 오키나와의 특수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 미군기지에 편입된 경 

우에는 군용지료의 상승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화 및 도 

시화에 따른 지가의 싱송으로 인해 경제적 7찌가 계속해서 ̂t-승해 왔 

다. 그 결과 촌락공유지라는 경제적 자원이 촌락의 사회조직， 혹은 도시 

화된 지역 내의 촌락 조직을 통합해내는 새로운 구심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진필수 2007, 2008a: 71-135 참조)은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한 기본전제로 심았다. 

본고는 미군기지에 대한 토지임대료로 유입되는 궁용지료(軍用地 

科)가 촌락의 전통적 사회조직을 강화시키는 %땅에 대해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50년대 미군기지의 건설은 엄청난 범위의 

토지 강틸로 촌락공동체의 물적 존립기반을 파괴하였다. 거주지나 경작 

지를 빼앗긴 많은 촌락의 주민들은 기지 주변에 새로운 촌락을 만들거 

나(딛那圖ηti'~ 2001: 41-6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흩어져 나갔다. 

그러나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복귀 이후 군용지료의 싱송은 미군기지 

에 편입된 촌락공유지를 촌락의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부활시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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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를 낳았다. 본고는 이러한 군용지료 싱숭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촌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마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내가 2003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현지연구를수행한 킨효(金 

武메)는 오키나와 본도(때觸本島)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군기지가 

행정구역 면적의 약 60%를 차지히는 대표적인 미군기지 쐐 지역이 

다. 킨효에는 캠프 한센을 비롯하여 4개의 미군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2003년도에 킨효에 유입된 군용지료는 3，607，033，615엔이었다.2003 

년 3월말 현재， 킨효의 인구는 10，502명이고 킨(金행， 나미사토(뾰里)， 

이게이이尹휠， 。F캐屋廳， 나카가와{中J 1 1)의 5개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나7'r.가와 촌락을 제외한 4개의 전통 촌빽l는 이전의 촌락공동체를 

계승한 사회조직￡로 ‘부락민회’가 각각 존재하고 있다. 

2. 지역경제와 기지의존성 

2000년 인구센서스(국세조써에서 킨효의 인구는 10， 106명이었고， 

세대수는 3，378세대로 세대당 인구는 2.6명이었다. 연령별 구조를 보면， 

0-14세의 유소인구{왜少A口)가 17.6%인 1，780명， 15-64세의 생산연 

령인구는 63.5%인 6，417명， 노년인구는 18.8%인 1，904명이었다〈金武 

IBJ企固課(編 2α)2: 21-31). 오키나와 본도 북부 지역에서 일반적A로 

나타나는 괴소회{過練11:) 현싱F이 킨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킨효 

내 5개 촌락의 인구를 살펴보면， 총 10， 106명 중에 킨쿠는 44.4%인 

4，643명， 나미사토쿠는 24.0%인 2，5 13명， 0탐봐는 15.0%인 1 ，568명， 

이게이쿠는 8.2%인 860명， 나카가외쿠는 8.3%인 870명이었다5)(앞의 

5) 여기서 열거한 5개 쿠는 판슐상 인정된 자치단위이여， 공식적인 행정구역은 아나다. 
일본의 행정제도상 오키냐와의 최소 행정단위 즉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시효손(뼈T 

村)이며， 그 。f래의 행정단위와 구역은 각 시효손이 자융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오키 

냐와의 경우， 각 시효손은 대개 과거 촌락공동체로부터 이어져온 관습적 자치단위와 

지리적 경계를 인정하여 준행정단위로서 。I--^l<字)냐 쿠{1iS)를 두고 있다. 킨효의 경 

우 아자 킨， 아자 이게이， 아자 야카의 3개 아자을 두고 있으며， 아자 킨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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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26). 킨쿠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미군기지 앞 상점가 

및 유흥가인 신카이치(新開뼈라는 곳이 킨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2<XX>년 현재의 노동력 상태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8，321명 71운데 

노동력 인구가 4，426명이고1 비노동력 인구가 3，894명이었다. 노동력 

인구 중에 취업자가 3，730명이고， 완전실업자가 696명이어서 실업률은 

15.7%였다. 이 실업률은 킨효의 실업률이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최고였으며， 2000년 당시 오키나와현의 매월 실업률이 

7-8%대를 오르내린 것과 비교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t앞의 책: 34; ì中總原企固開짧핍당짧 2002: 48). 

취업자 기준흐로 산업별 인구 구성을 보연， 취업자 총수 3，730명 

중에 13.2%인 492명이 제1차 산업에， 21.1 %인 788명이 제2차 산업에， 

65.6%인 2，μ5명이 제3차 산업에 종λf하고 있대金觀I企固짧編 

2α)2: 33-50 참조).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표 1)과 짙다~6) 이 중에 

서 미군기지와 관련된 산업은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이며， 2αx)년 현재 킨효의 미군기지 종업원은 204명(5.5%)으로 집계 

되었다. 

국세조사 자료가 남아 있는 1965년 이후의 추이를 보면， 킨효에서 

농업 인구는 1965년 35.3%를 차지하고 있다가 1970년 17.6%로 급감 

하였는데， 이 동안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인구와 서비스업 인구는 

23.0%와 21.3%에서 30.6%와 31.3%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 변화는 

1960년대 후반 킨효에서 있었던 신써치(鋼뼈의 번영을 말해주고 

있다{산업별 인구구성의 변회는 〈표 2) 참조). 신카이치는 1960년대 

H쿠의 행정구역으로 세분되고 。}자 이게이는 6쿠로， 01-:자 。~j'1는 7쿠로 지정되어 
었다. 하지만 설제 행정업무에서 통상적인 구분 기준이 되는 것은 ̂cr솔한 5개 쿠이 
며， 행정구역도 이러한 관습적 자치 단위에 대체적A로 부합되어， 1 ， 2쿠는 킨쿠혹 
3， 4쿠는 냐마사토쿠로 5쿠는 나카가와쿠로， 6쿠는 이게이쿠로， 7쿠는 야카쿠로 인 
지되고 있다. 

이 킨효 취업자틀의 근무지를 보연， 취업자 총수 3，730명 중에 킨효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427명이l 킨효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 ，303명이대&觀I企固課(뼈 
2α)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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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킨효의 산업별 인구(2000년 국셰조사자료) 

취업자수 산염별취업자수 산엽(대분류)연 취업자수 

농업 443인( 1 1.8%) 

제l차산업 492인(13.2%) 어엉 48인(1.3%) 

임엽 l인(0.0%) 

져α챈i엽 788인(2 1.1 %) 
건설업 670인(18.0%) 

쩌l초업 118인(3.2%) 

3，η0인 
도소때엉및음식정 690인(18.5%) 

(100%) 전기가스열공급업 34인ω.9%) 

운수홍닌엽 150인(4.0%) 

제3치산업 2，445인(65.6%) 금용보협업 29인φ.8%) 

부동싼엽 19인(0.5%) 

공무 216인(5.8%) 

(미분류)서비스업 1 ，307인(35.0%) 

분류불농 산업 I 5인(0.0%) 

〈표 2) 킨효의 산업별 인구구성의 변화 

인구 산엽별 인구구성 
연도 

총인구 남 여 노동력인구 제 l치산엽 제2차산엽 제3차산업 

1960년 8,846 4,462 4,384 4,237(100) 1,948(46.0) 1,311(30.9) 978(23.1) 

1 965년 9,191 4,235 4,956 3,820(100) 1,378(36.1) 496(13.0) 1,946(50.9) 

1970년 9,953 4,454 5,499 4,194(100) 779(18.야 526(12.5) 2,889(68.9) 

1 975년 10,120 4,772 5,348 3,668(100) 5잊)(16.1 ) 732α0.0) 2,311(63.0) 

1980년 9,745 4,585 5,160 3,567(100) 644(18.1) 727(20.4) 2,195(61.5) 

용처: 金武뻐r앓場(쩌) 1982:17, 33. 팔호 안은 바월%)을 나타냄. 

초반 미군 상대의 영업을 목적으로 킨촌락 지주들이 조합올 만들어 건 

설한 상점가 및 유흥가이다. 신카이치는 베트남전쟁으로 미군들의 소비 

가 절정을 지달았던 1970년대 초까지 기지앞 환락가로 묘자시(그f해) 

와 함께 명성을 날리며 크게 번영하였다. 

신카이치가 건설되었올 당시 구획이 정리된 부지들은 모두 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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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공매입찰되었기 때문에， 그 번영의 주역은 이러한 외지인 점포 

주와 경영자들이 되었다. 킨지역의 원주민들은 일부의 지주가 최초의 

개발 차익만을 얻었을 뿐 신카이치의 번영기에는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때늦게 영세한 상점이나 음식점을 여는 것이 고작이었다.1970년대 초 

반까지 킨효의 지역경제는 신카이치의 외지인 경영자들에 의해 움직여 

지고 있었으며， 킨효의 원주민들은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었 

다. 킨효의 기지관련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군 및 가 

족들의 소비와 관련된 신카이치의 현금수입이었으며， 군고용과 킥종 기 

지관련 산업이 부차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애l치는 베트남전의 종전과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미군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쇠퇴의 일로에 접어들었다. 최전 

성기에 300여 개에 달하던 점포수가 1981년 집계에서 146개로 줄어들 

었으며， 주된 고객층도 미군에서 킨지역 주민들로 바뀌어 일본인 전용 

술집이 생길 정도였다. 이러한 킨지역 주민들의 소비력 증대는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복귀 직후부터 시작된 군용지료의 지속적 상숭7)에 기 

인하는 것이었다 

군용지료의 상승은 지역경제의 기지의존 방식을 변화시켜 놓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킨효 주민들은 군용지료 상숭에 따른 경제적 풍요 

를 체감하기 시작했으며， 기지관련수입8)은 군용지료를 중심으로 재면 

되었다. 군용지료는 크게 보아 개인지주틀과 킨효야쿠배金武뻐n렀웠의 

공공단체에 유입되는데， 킨효야쿠바에 유입된 군용지료는 공공사업을 

통해 건설업， 운수통신업 등의 부문으로 순환되고， 개인지주에게 유입 

된 군용지료는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의 부문으로 순환하면 

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신카이치의 상점가 및 유홍가 

7) 군용지료 상숭의 개략적 현횡에 대해서는 진필쉬:2008a: 115-33)블 창초하기 바란다 

8) 기지관련수입은 다섯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었다. 군용지료， 미군 및 기촉의 소비지 
출， 일본정부의 재정보조금， 기지관련산업(건설업， 운수통신업 퉁) 부문의 수입， 기지 
종업원 수입이 그것이다. 특히 공공단체에 유입되는 군용지료는 지역경제의 재정의 
존성올 강화하며 미군기지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에 대한 종속을 강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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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제 미군의 소비보다 군용지료의 소비와 관련된 장소로 그 위상이 

변화하였다. 

결국 킨효의 지역경제는 원주민 집단의 군용지료 수입으로부터 설 

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었다. 군용지료는 킨효의 지역경제에 

서 일종의 산업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도의 군용지료 약 

36억 703만 엔을， 킨효에 사업소를 둔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의 연간판 

매액이 38억 2，679만 뺑)에 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하딴 그것이 지역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3. 군용지료의 유입경로와 배분구조 

킨효의 군용지료는 일본 방위성10) 산하 나하 방위시설국으로부터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지주들에게 유입된다. 첫째는 직접 개인지주에 

게 군용지강} 지불되는 경우이교 둘째는 지주들의 이익 단체로서 군 

용지 관련 사무를 대행히는 군용지둥지주회를 통해 지불되는 경우이다. 

킨효의 경우 거의 모든 지주들이 킨효군용지등지주회(金顧]軍用地等 

地主승)에 가입해 있어서 첫째 경우의 군용지료분은 무시해도 좋을 정 

도이다. 

2003년도에 킨효군용지둥지주회에 유입된 토지 임대료는 

3,650,327,90 1엔이고， 이 가운데 캠프 한센， 긴바루 훈련장， 킨 블루비 

치 훈련장， 킨 레드비치 훈련장의 4개 미군시설에 대한 군용지료는 

9)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의 판매액(金武IBT企뼈爾(偏 2002:44)이다. 1996년과 
2αm년 사이에 도소매업 및 음식정업 부문의 사업소는 감소하고， 종업원수는 중가하 
였는데， 이동안 일본 및 오키나와의 불가상숭률이 매우 낮은 수준용 유지하고 있었 
기 때문에 군용지료의 경제적 비중을 가늠하는 비교 대상으로 시차의 문제는 고려하 
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2000년 국세조써l서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소 

수는 전체 엽총의 사업소수의 49.4%를 차지하였으며， 엽총별 취업자수에서는 31.2% 
를 차지하였대金훌어I企固짧뼈 2002: 43). 

10) 일본에서 과거 방위청(뼈한fÎ}은 2007년 1월 9일부터 방위성(防짜省)으로 승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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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킨효의 2003년 군용지료 

효유지 

(킨효야쿠tI~): 

19，350，760엔 

lρ(킨효야쿠배. 

852，242，938엔 
公有地

(킨효야쿠배: 
(킨 촌락): 

1 ，723，836，636엔 
소마야마 330，532，714엔 

(분수금): (냐마사토 촌락'): 

군용지료총액 
1 ，704，485，876엔 1/2여개 흔락'): 222，007，872엔 

852，242，938엔 (이게이 촌락'): 

(킨효군용지퉁 232，492，146엔 

지주회): (야카촌락'): 

3，607ρ33，615엔 74，376，839엔 

(킨 촌락'): 
226，491 ，396엔 

아자야마 (나미사토 촌락'): 

민유지 : 
(4개촌략): 175，702，942엔 

1 ，883，250，779엔 
402，194，338엔 (이게이 촌락') : 

O엔-별도유입 

(야카촌락)‘ 0엔 

사유지(개인지주): 

1 ，481 ，056，44 1 엔 

* 註; 킨효야쿠바 4개 ‘부락민회’， 나미사토쿠， 킨효궁용지둥지주회 회원 둥에게 자료를 
요갱하여 그 내역에 대한 인터뷰를 거쳐 작성한 것임. 여러 자료률 종합해서 작성한 것이 
라 일부 금액 사이에는 약간의 불일치가 있옴. 팔호 안은 수령추체콜 표시한 것임. 

3，607，033，615엔이었다. 이후 군용지료는 토지의 소유 형태별로 나누어 

져 지주의 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표시한 것이 〈표 3)이다. 

군용지료는 우선 공유지와 민유지에 따라 분할되는데， 공유지(公有 

t뼈란 국가나 공공 단체 소유의 토지를 말하고， 민유지는 그 이외의 토 

지를 의미한다. 공유지 중에서도 효유지(메有t뼈는 킨효 소유의 토지를 

말하교 소마야D}(빼삐는 법적으로 킨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각 촌빼 있는 토지를 밀한다. 소o]-<>þ에 대한 군용지강} 

법적 명의인인 킨효야쿠바에 지불되면， 킨효야쿠바는 그 중 1ρ을 킨효 

의 재산수입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2을 각 촌력11 나누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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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야마의 경계는 촌락별로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군용지료는 각 

펼지별도 산정되기 때문에， 각 촌락이 수령해야 할 소orot마분의 군용 

지료는 전액이 킨효야쿠바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 

만 그 중 반만이 각 촌빽l 지급될 뿐이다. 

민유지 중에서도 사유지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말하고， 아자야매字 

山)는 각 촌락이 총유{總웹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히는데， 

법적으로는 각 촌락의 대표 수 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 

면， 군용지료의 배분 구조에서 촌락공유지에 대한 군용지.화 쩨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orot마와 아자야마에 대한 

군용지료를 합하면 2，106，680，214엔에 달하고， 이것은 군용지료 총액의 

약 58%를 차지한다. 킨효의 4개 전통 촌락은 매년 이 두 종류의 촌락공 

유지로부터 군용지료를 수령하고 있다. 디음 절에서는 이러한 촌락공유 

지분의 군용지료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되 

는 근거와 촌락 사회에서 어떠한 작용을 해 왔는지에 대해 분석해 나가 

고자한다. 

다음A로 넘어7찌 전에 개인지주의 군용지료 수입 상황11 대해 간 

단히 살뾰기로 한다. 개인지주의 상햄l 대해 자세한 정보는 최근 공 

개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 자료에 기초해서 대략적인 상황의 피악은 

가능하다. 킨효군용지등지주회가 집계한 1992년 현재 지주수는 1,498 

명이다. 이 중 효내 거주자가 1 ，140명으로 76.10%, 효외 거주자가 336 

명으로 22.57%, 외국 거주자가 13명으로 0.87%를 차지하고 있다. 효내 

거주자 중에 킨쿠 거주자가 510명으로 전지주의 34.25%, 나미사토쿠 

거주자가 440명으로 29.55%, 이게이쿠 거주자가 82명으로 5.50%, 야 

카쿠 거주자가 57명으로 3.83%, 나카가와쿠 거주자가 51명으로 3.43% 

를차지하고있다. 

1992년 현재 민유지 지주 1，498명의 연간 임대료 수입액의 분포를 

살펴봐로 한다{<표 4) 참조). 우선 매년 100，000엔 미만을 수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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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킨효군용지등지주회 회원의 1992년도 군용지료 및 토지임대 수입액 분포 

캠프 
킨블루 

긴바루 
킨레드 

킨화력발 
금 액 

한센 
l:I l.x1훌· 

훈련장 
버지훈 킨댐 

전소 
계 백분율 

련장 련장 

5만 엔 미만 102 18 38 25 55 238영 15.98% 

5만 엔-10만 엔 62 15 7 11 8 104영 6.98% I 

10만 엔-20만 엔 152 6 8 8 6 181 영 12.16% 

20만 엔-40만 엔 240 17 5 4 3 270영 ’8.13% I 
40만 엔-60만 엔 150 3 154명 10.34% 

60만 엔-80만 엔 106 2 2 110명 7.39% 

80만 엔‘100만 엔 95 96명 6.45% I 
100만 엔- 120만 엔 69 70명 4.70% 

120만 엔-140만 엔 43 44영 2.95% 

140만 엔-160만 엔 41 42명 2.82% I 
160만 엔-180만 엔 20 21 명 1.41% 

180만 엔-200만 엔 29 29명 1.95% I 
200만 엔-300만 엔 70 70명 4.70% I 

300만 엔-400만 엔 21 22명 1.48% I 
400만 엔v500만 엔 11 11명 0.74% I 
500만 엔-600만 엔 8 8명 0.54% I 
600만 엔-800만 엔 15 15영 1.01% 

800만 엔 이상 4 4명 0.27% I 
계 1,238 57 66 6 49 73 1,489 100% I 

시설별 건수 1,238 191 124 20 348 148 2,105 

* 출처: 쇼武&rfJ.II用.It!l等쳐~~會 1993: 174-5. 젠註: 한 명의 지주가 복수의 군용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좌측 시설의 통계에만 포함시킴. 

영세지주가 342명이고， 전지주의 22.90%를 차지하고 있디{金武메軍用 

뼈樣地主승 1993: 174-5). 100，αm엔 미만의 금액이라면， 군용지료의 

용도는 일상생활의 용돈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00，000엔 이상 1，000，000엔 미만을 수령송F는 소지주는 811명이고 

전지주의 54.13%를 차지하고 있다. 100，αm엔 이상 1，αlO，OOO엔 미만 

의 금액이라면， 자동차나 고가의 생활 도구를 구입할 수 있으며， 용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돈으로 생활벼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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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생활비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지주의 비율이 기장 높은 것으로 봐서， 킨효의 개인지 

주틀에게 있어 군용지료는 대체로 생활 보조금으로서 느껴지고 있으리 

라생각된다 

1，α)()，α)()엔 이상 3，α)()，α)()엔 미만을 수령하는 중지주는 276명이 

고， 전지주의 18.42%를 차지하고 있다.， 1 ，000，000엔 이상 3，000，000엔 

미만의 금액은 세대의 구성원이 적을 경우， 연간 생활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이다. 원주민 세대로서 촌락공유지의 배분금까지 받을 수 

있는 2-3인 가족이라면， 정기적 봉급이 없더라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 

다. 그리고 기족 구성원의 누군7까 안정적 직장을 7씨고 있다면， 경제 

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3，α)()，αm엔 이상 8，α)()，αm엔 미만을 수령하는 대지주는 56명이 

고， 전지주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주들은 다른 현금수입원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촉 구성원의 누군 

가가 안정적 직조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치적 소비가 나타날 기능 

성도 있으며， 부를 축적하기 위한 투자 방식에 대한 궁리도 필요해지게 

된다. 

그 외에 8，α)()，Iαm엔 이상을 수령하는 지주도 4명이 었다. 전체적으 

로 보면， 킨효의 군용지주는 대부분 군용지료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중 

소지주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촌락공유지가 넓 

은 반면， 대지주가 좀처럼 나타나기 힘든 오키나와 촌락공동제의 전통 

적인 토지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이리아이 관습(À흩11협)과 구관조례(흩11홉例) 

촌락공유지에 대한 군용지료의 배분방식은 각 촌락의 이리o}o] 관 

습에 근거한 것이다. 이리아이(入승)란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의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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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권리를 가지고 일정 범위의 삼렴 및 들， 또는 어%에 들어가 공 

동용익(목재， 앨감， 가축용 풀 등의 채취)히는 것을 밀한대Jt購b:: 

193). 이때 이리아리 관습은각촌력이 삼림， 들， 어장등의 이리ol<> l지 

(入활뼈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정해 놓은 규칙이나 무라내법(村內핍을 

의미한다. 킨지역의 경우는 1730-50년대의 근세기부터 소마야마와 아 

자야마의 산림공유지에 대해 이리아이 관습을 형성해 왔다(진펼수 

2008a: 73-101). 

이리에 관습을 형성핸 주체는 각각의 촌락공동체였다. 근세 오 

키나와의 촌락공동체를 무라{村)라고 하며， 1908년 시효손제(市阿村뿜ID 

의 시행으로 무라는 아재字) 혹은 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11) 

11) 1609년 류큐왕국이 큐슈 사츠마번의 지배 하에 틀어간 이후 오키나와 촌락과 지방 

행정 조직은 일본 온토 지방행정 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확 

대되어 왔다. 근세 이후 일본 지$뺑정 제도에 대한 냐의 지식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지만， 사전류의 지식을 창조히여 기본적 요소들만 개괄하기로 한다. 우선 
무리{村)와 마치(때는 전국시대나 에도시대 영주의 영지을 세분해서 표시하는 단위 
이자 영주에게 연공〈年행을 납부하는 백성틀의 자치조직의 단위를 의미했다. 오키나 
와의 무라 역시 류류왕부와의 관계에서는 본토의 무라와 동일한 성격올 가졌지만， 

내부적 결속과 조직구성의 원리는 이전의 촌락공동체인 시마(ν7)의 성격을 거의 
그대로 계숭한 것이었다. 

일본 본토에서는 1871년 예번치현이 단행되었지만， 오키나와는 1879년 일본의 한 

현으로 편입되었다. 일본 본토에서는 1872년 대구소구제(大E小E원0의 시행착오릎 

거쳐 1878년 군쿠효손면제법(영ß~III]'村행홉IJ7:1;)， 1888(9)년 시제(市힘D' 효손제(빼村 
힘D， 1947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토의 무라들은 합병을 풍해 행정촌융 구 

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촌과 대비하여 근세의 ‘무라는 자연촌으로 불리기도 하며， 

행정촌의 명칭에서 村라는 글자는 손이라고 읽는 지역이 생겨났다. 오키나와 지역에 
서는 이를 모두 손이라고 얽고 근세의 무라나 촌락의 일반적 명칭으로서의 무라와 

구별한다. 일본 본토에서도 지역에 따라 하부 행정구역￡로 표시되는 오오。째大字) 

는 근세의 무라툴 그대로 계숭한 경우가 많다. 아자{취리는 용어는 근세 무라 내의 

작은 구획 단위를 지칭하는 데서 기원하였지만， 현재 그 의띠는 코아'^I-<，j추)의 용어 

로 이전되었고 요요。t^1-<大후)는 과거 무랴의 단위에 부합되는 용어가 되었다. 

일본 본토에서 쿠{lin라는 용어는 너무나 많은 의미로 혼용되어 왔는데， 현재 통 
용되는 의마만도 7가지 이상이며， 과거의 용례도 6가지가 넘는다. 이 충에서도 근세 

의 무라와 관련생올 갖는 것은 각 시효손 아래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자치쿠 
(Êlrálin이며， 오키나와의 쿠는 이러한 용혜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1896년에서 1921 
년까지 나하와 슈리에서 사용펀 예를 제외하연， 오키나와에서 쿠의 용어는 대개 각 
시효손 아래의 자치쿠를 의미한다. 그 외에 각 시효손이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행정 
쿠도 과거의 자치단위를 인쟁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도 오키나와에서는 혼히 
찾아볼수있다. 
오키나와에서 시효손제는 일본본토보다 20년이 늦은 1908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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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시대에는 부랙힘魔이리는 용어도 촌락을 지칭하는 관제(官製 

용어로 발달하여 민간에자l 널리 확산되었다. 킨지역의 촌락공동체들 

은 전전까지 무라내법(村째회을 통해 산림공유지를 이용하는 방식과 

조림 및 산림보호 의무에 대한 엄격한 규정들을 정해 놓고 있었다. 촌락 

주민들은 산림공유지에 들어가서 밸감이나 λF용재목을 채취할 경우에 

야마키카리(山係t): 쿠사무소에 있었던 산림공유지의 관리자)에게 허가 

를 받。}야 했었고 조립과 산림보호를 위한 부역을 수행해야 했으며， 

다른 촌락의 산림 공유지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허가 없이 산림 자원을 

채취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 킨지역을 비롯해 산악지형이 발달한 

오키나와 북부 얀바루(山風 지역에서는 전전까지 장작을 만들어 중남 

부 시조써l 내다파는 것이 주요한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전후 킨지역의 산림공유지가 미군들의 사격연습징이 되고， 그 위에 

미군기지가 건설됨에 따라， 촌락 주민들은 더 이상 산립공유지에 들어 

가서 산림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1953년부터 킨효(당 

시는 킨손)에는 산림공유지에 대한 군용지강}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킨효 단위에서 지금의 킨효군용지등지주회의 전신인 킨손문용지지주협 

의회(金武村軍用t뺨也主協議용)가 결성되었고， <표 3)에서 살며본 것과 

같은 군용지료의 배분 방식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배분 방식에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었다. 

첫째는 분수제도(分收制慶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마아파와 아자야 

마는 모두 촌락공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용지료는 4개의 촌락 

에 각각 전액 지불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딩하다. 그런데 1937년 킨손 

(金武村)이 각 부락의 부락유지였던 소마야미를 킨손의 공유지(公有地J 

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분수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킨부락， 나미 

아자냐 쿠의 하부 행쩡단위는 근세의 무라를 계숭한 경우가 얼반적이었다. 일본 본 
토의 요오아자나 자치쿠가 행정구역 합병이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소멸되거나 과 

거와의 연관성올 상실해 왔던 데 비해， 오키나와에서는 쿠나 아자의 자치 단위가 여 
전히 징하게 유지되는 측연이 있다. 

180 r비교문화연구」 제14집 2호(2α>8) 



사토부락， 이게이부락， 야카부락의 유력자들과 킨손 사이에 협의가 이 

루어져， 소D}oþ미를 종래와 같이 이용하는 권리를 각 부락이 보유하는 

조건으로 킨손은 소D}oþ마를 공유지(公有t뼈로 둥기하고 임야초례를 제 

정했다. 

임야조례는 현재 그 문서가 남아 있지 않지만， 쉰村)에는 기술지도 

원을， 각 부력11는 임야순수(林野띤힘를 두고， 기술지도원이 각 부락의 

임야순수를 지도하는 형태로 소D}o마의 조림 및 보호에 철저힘을 기한 

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소마야파의 목재 판매 수익은 부락유지 통 

일 이전에는 각 부락이 전부 취득했지만， 통일 후에는 손이 소D}oþ마의 

조림 및 보호의 지도를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손과 각 부락어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소미-OF마의 이용 형태는 종전과 같아서 

손으로부터의 지도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각 부락이 조렴 및 보호를 도 

맡싸서 하였교 부락민이 소口}oþo에 입산하거나 벌채를 하고자 할 때 

는 임야순수{。φ}카카리(山{처라고 불렸음)의 허가를 필요로 했으며， 위 

반자에게는 부락으로부터의 제재금이 부과되었디{햄훌뿜밴方載!J!I빼 1982: 

34-5). 

1953년 군용지료가 유입되자， 분수제도가 부헬때 소D}oþo에 대 

한 군용지료는 킨손{金없t)과 4개 쿠가 분할해서 수령하게 되었다. 분 

수 비율은 미군연송11 의한 산림의 피해 상뺑l 따라 쿠별로 정해졌다. 

산림의 피해가 큰 쿠는 더 좋은 비율로 쉰村)과 군용지료를 나누는 것 

이 가능했다. 그러나 1960년부터 각 쿠 통률이 되었고， 손과 쿠가 4대 

6에서 7대 3의 범위 내에서 매년 다른 비율로 군용지료를 나누었다. 

1968년부터는 손과 쿠의 비율이 5대 5로 고정되어 오늘범1 01르고 있 

대金武메짧購委員승 1983: 113). 

둘째， 각 촌빼l 유입된 군용지료의 용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 

용지료는 촌락의 경제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는 촌락공동체의 운영과 관리， 촌락구성원들의 생활 개선 및 복지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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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개 ‘부락민회’의 2003년도 군용지료의 용도 

사용처항목 킨부락민회 나미사돼산관리회 이게이재산보전회 야카재산관리회 

수령총액 584，992， 145엔 819，899，975엔 442，012，892엔 79，536，447엔 

이리아지 
392，200;α)()엔 760，α)()，'α)()엔 118，283，876엔 8，489，αm엔 

보/샘 

노인회 경로금 17，890，αm엔 4，620，α)()엔 1 ，038，α)()엔 

행정보초금(쿠) 12，85 1，000엔 81，577，αm엔 56，820，000엔 

기부금 및 
7，α)()，α)()엔 0엔 

기타보죠금 -
척립금 0엔 0엔 217，763，716엔 5， 124， 198엔 

* 출처:4개 「부락민회」 정기총회 자료 시용처 항목응 주요한 것들만 표시하였기 때문에 
사용총액과 수령총액은 일치하지 않음 표시는 항목 자체가 없음울 표시합. 

용되고 있다{(표 5) 참조). 그런데 킨효의 경우에는 그 여분의 돈이 촌 

락구성원들에게 다시 배분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오키나와의 다 

른 지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씬l다. 군용지화 촌락구성원 

틀에게 배분되는 이유는 미군기지의 건설로 인해 이리아이지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보%냥}기 위해서이다. 즉 이라아이 관습의 연장 

선생l서 촌락구성원들의 개별적 이리0에권(入승樹이 존중되어， 군용 

지료가 촌락구성원댐게 배분되는 것이다. 그 금액은 각 촌빼 따라 

다르고， 한 촌빽l서도 제반 상황11 따라 매년 변동된다. 킨효 시람들은 

펼요 없는 돈이 적립되어 쌓이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에， 그때그때 배분하는 편이 좋다고 이ψl하는데， 역으로 매년 일정 

금액의 돈이 개별 가구에 배분되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생기기도 하 

고， 촌락의 사회조직이 특정한 벙향으로 변화되어옹 측면이 었다(진필 

수 2008b 참조.). 

셋째， 촌락이 촌락공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군용지료를 수령한다 

고 할 때， 촌락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촌락공통체가 촌락공유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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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킨지역의 촌락공동체들은 근세 

기의 이리0에 관습에 근거뼈 소O}<>F마는 1906년 국가의 유장불하를 

통해， 아자얘J1는 1899년 토지사유화의 시점에서 무상으로 근대적 소유 

권을 획득하였다 촌락공동체의 실체는 바로 1906년 소o}<>마의 불빼l 

용한 주체로서의 촌락공동체(당시의 부혜와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었 

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리아이권12)이 법적으로 공유{共有)가 

아니라 총유{總有)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권리는 구성원들의 수만큼 

나누어져서 촌락구성원출n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바뀌어 

도 상관없이 존속하는 촌락공동체라는 사회조직에 통째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1906년의 시점에서 킨지역에서는 그 사회조직(촌락공동체)이 

쿠{IR) 또는 부랙핍橋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였다. 1953년 군용지료 

가 유입되기 시작할 때도 여전히 그 사회조직은 쿠였다. 쿠는 촌락공유 

지에 대한 군용지료를 수령하여 쿠의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용에 충당하 

고， 남은 돈을 촌락구성원의 각 세대에 배분하는 일올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쿠는 근세기의 촌락공동체인 무라〈村)로부터 연속 

되는 것이지만， 그것과 달리 좌~l 단위나 행정 조직과 같은 법제적 기능 

을 하지 않는， 공동체적 관행에 기초한 자치조직의 성격올 갖고 있다. 

그리고 쿠는 이전 무리{村)들의 경계 구분을 계승한 지리적 구획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시효손의 지방행정기관이 이전의 관습적 경 

계를 존중해서 세부 행정구획을 조직한 결괴이다. 전후 오키나와에서 

도시화와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진행되자， 킨효에서는 전통적 촌락공통 

12) 이리of이권(入용觸은 촌락공동체(과거에는 부락) 집단도， 촌락공동체(부략) 구성원도 
갖는 이원적 권리이교 전^I을 집단권l 후지를 지분권으로 부흘 수 있대中尾핫俊 
2003: 9이 전자는 이라얘l권이 촌락공동체(부락) 집단에 귀속하는 측면올， 후자는 
이리아이권이 촌락공동체 구성원들의 산림 이용에 의해 구체적으로 권리가 행사되는 

측연을 나랴내고 있다. 특히 후자의 지분권은 민법상의 풍유{共有〕와 달리 울건에 대 
한 직접적 권리가 아니라 촌락공동체(부략)의 성원권을 가짐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 
는 재산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촌락공동체(부력) 구성원 자격의 획득과 상실 
은 이리아이권의 획득과 상실에 대한 전제조건이 되며， 촌락공동체(부락)의 관슴이나 
규칙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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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계승한 자치조직으로서의 쿠의 성격과 일정한 지리적 구획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연성에 기초한 자치조직으로서의 쿠의 성격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킨효의 4개 전통 촌락의 지리적 구획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7년부터 1982년까지 진행된 한 재판을 계기로 이 문제가 해결되 

었다. 재판의 논점은 소마야lJ}에 대한 군용지료를 4개 전통 촌락뿐만 

아니라 전휘 신생 촌랜 나케}와쿠(中)11띤에도 배분해 줄 것을 요 

구하는 것이었으나， 킨효의 주류 집단은 이를 계기로 군용지료 배분에 

관한 제반 λ탱을 정비핸 작업에 착수째l 되었다. 그 결과 킨효의회 

(金武議승)는 1982년， 이전의 이라이에 관습을 군용지료 배분 규칙으로 

성문화한 구관조례(IR慣옳빼를 제정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소미이파 

의 사용권과 수익권 관리의무가 4개 전통 촌락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군용지료를 배분받올 수 있는 촌락의 실 

체를 새롭게 정의해서 4개 촌빼l ‘부락민회’13)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었다. 

‘부락민회’는 현재 각 촌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라， 1906년 

소마야마의 불하 과정에서 대금 납부에 참여함으로써 이리아이권올 갖 

게 된 당시의 촌락구성원틀과 그 후손으로 구성되는 단체로 정의되었다. 

‘부뺀1회’의 설치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정 

에서 전통적 촌락공동체로부터 연속되어온 원주민 집단올 이주민 집단 

으로부터 분리해 내어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표 3)에서 

제시되었던 촌락의 실체는 쿠에서 ‘부락민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쿠는 

현재 쿠의 지리적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으로， ‘부락민 

13) 킨효의 조혜가 영시한 ‘부락민회’의 실제 영칭은 건부락민회(윷표짧~&슐). 나머사토 
재산관리회(효里뼈훌싼휠~*). 이재이재산보전회(伊훌財훌保슐융). 야카재산관리회옆훌 
財훌훌훌융)로 되어 었다. 본고애서는 이 4개 단체를 홍칭할 경우 ‘부학민회‘로 표기 
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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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전통적 촌락공동체를 인적으로 계승한 사회조직으로， 두 개의 촌 

락의 사회초직 간에 기농의 분화가 발생하게 되었다.14) 

5. ‘부락민회 ’와 혼락공동채의 전통 

군용지료의 배분 문제는 ‘부락민회’라는 전통적 사회조직을 탄생시 

걱， 그렇지 않으면 해체와 쇠퇴의 일로에 접어들었을 촌락공동체의 전 

통을 새롭게 강화해 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부락민회’는 근세의 무라 

(혜， 전전의 부랙핍짧， 1982년깨l의 쿠{IR)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촌 

락공동체를 계숭한 사회조직으로서， 이전의 촌력공동체와 관련시켜서 

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은 

킨효의 4개 ‘부락민회’의 회칙을 근거로 분석해 낼 수 있다. 

첫째， ‘부락민회’는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소마얘J~ 

를 불하 받은 시점15)에서의 촌락구성원의 자손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주 

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의 경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인 

적 집단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의 촌락공동체가 g팩되거나 

해체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인적 집단 

이 외부로 흩어져 이주하거나， 외부에서 들어옹 이주민 집단에 의해 절 

멸히는 경우이다. 즉 기존의 촌락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사람들이 없어 

14) 킨촌락의 경우애는 이 과정이 1956년 킨공유권자회(용R共有홈켠강)의 셜럽으로 더 
플려 진행되었다. 그 후 미군기지 건설에 수반되어 킨쿠에는 대량의 이추민이 들어 
왔다. 킨쿠의 원주민들은 이추민들로부터 이리아이권을 포함한 풍휴채안옹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9월 16일 킨풍유권자회를 결성했다. 킨풍유권자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그때까지 자연스럽게 행해져 오던 이리아이 관습율 성문화하고， 종래의 건 
쿠 쿠유지를 통회의 총유지로 전환하여 그에 대한 군용지료블 회원에게 배분히는 업 
무플시작했다. 

15) 4개 「부락민회」 가 회원자격융 판행|는 과거의 시검은 띤}씩 다르다. 킨부락민회 
(윷훌업짧lHr)는 소D}야의 불하에 용한 시정인 l잊)6년으로， 이게이재산보전회(伊쓸 
財훌保全융)와 。바재산판리회댐觸據管理슐)는 소D}O봐 용하대금의 납부가 끝난 

1937년으로， 나미사택산관리회(~뽀財騎理융)는 나미사토쿠와 나카가와쿠가 분리 
되기 직전인 1945년으로 규쟁하고 있다. 

군용지료와 오키나와 촌락의 사회죠칙 , 진필수 185 



지는 경우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군용지료는 킨효에서 강한 인구지지 

력을 갖고 인구 괴소화를 막음으로써， 촌락공동체의 전통이 유지되는 

근간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3월말 현재， 각 ‘부락민회’의 회원수를 살펴보면， 킨부락민 

회가 608명， 나미사토재산관리회가 783명， 이게이재산보전회가 238명， 

야카재산관리회(2003년 9월말 현재)가 263명이었다. ‘부락민회’의 회 

원수는 4개 쿠에 있는 원주민 집단의 세대수를 의미하는데， 이 수치를 

각 쿠의 세대수16)와 비교하면， 킨쿠는 1 ，882세대 중에 원주민 세대가 

32.3%를 차지하였고 나미사토쿠는 943세대 중에 83.0%, 이게이쿠는 

334세대 중에 71.3%, 야카쿠는 515세대 중에 51.1%를 각각 차지하였 

다. 

킨쿠와 야카쿠의 원주민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의 하나는 이주 

민 전입의 증가이다. 킨쿠에는 1950년대 후반 미군기지 건설에 수반하 

여 신카이치(新關뼈라는 미군 상대의 상점가 및 유흥가가 형성되어， 

오키나와 전역A로부터 이주민이 들어와 살고 있다. 야카쿠에서는 인접 

한 이시카와시(石)11市)의 주택가가 경계를 넘어서 확산되어 이주민의 

인구가 증가되어 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 쿠의 수치는 나미사토쿠와 

이게이쿠의 수치와 비교하면， 그 치이가 너무 큰데， 또 히나의 숨은 이유 

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의 내용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그찌 한다. 

둘째， ‘부락민회’는 부락유지(縣輔뼈의 관리， 보존， 처분을 목적 

으로 설립된 단체이지만， 구성 원리와 운영방식l기(일종의 구조와 기능) 

1이 자료의 제약으로 세대수는 2002월 3월말 현재의 수치플 사용한다. 
17) 현재 킨부락민회， 나미사돼산괜회， oþ~재산괜회는 연 l회 회원전원이 창7따 

는 정기총회를 열고， 예산결산 심의 빛 숭인， 회칙의 개정 및 개예， 임원의 선임， 재 

산처분에 관한 심의 및 숭인， 회원 중감의 보고 퉁올 하고 있다. 이게이재산보전회는 
연 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러한 의결 사항을 나누어서 처리한다. 그리고 각 ‘부락민 
회’는 특별한 심의 및 의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회원은 매 
년 열리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가해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각종 의안에 대한 

의결권올 행사한다. 그러냐 근해 총회에 회원들의 참가율이 저초하여， 총회에 창가하 

는 회원활” 한해 그 장소에서 소쟁의 창'7~.A}려1비가 지급되고 있다. 회원이 선출하 
는 임원(投貝)은 10영 전후이교 임원회(짜g융)는 총회의 의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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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이전의 촌락공동체가 촌락구성원을 결정했던 원리와 촌락 

의 운영 방식을 계승함으로써 사회조직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4개 ‘부락민회’의 회원 요건은 공통적으로 3가지로 집약된다. 세대주의 

요건， 지연적 요건， 혈연적 요건이 그것이다. 

세대주의 요건은 ‘부락민회’의 구성단위가 이전의 촌락공동체와 마 

찬가지로 각 세대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부락민회’가 

단지 군용지료를 배분받기 위한 개인 권리자들의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매한다. 지연적 요건은 ‘부락민회’가 쐐하고 있는 쿠의 지리적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을 규정한 것이다. 이것 역시 ‘부락민회’ 

가 지연적 유대에 기초한 촌락공동체의 조직 원리를 계숭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었다. 

혈연적 요건은 이전의 촌락공동체에서 혈연관계와 분가에 의해 촌 

락구성원의 자격이 계승되는 방식을 성문회한 것이다 1982년의 시점에 

서는 4개 ‘부락민회’ 모두 남자자손 세대에 대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 

하고 있었는데， 1995년에는 나미사토꺼샌관리회개 2002년에는 이게이 

재산보전회가 각각 여자지손에 대해서도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하였다. 킨쿠와 야카쿠에서는 2003년 당시까지 여자자 

손 세대를 회원(촌락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계산방 

식에서는 원주민 인구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출된 것이다18) 

셋째， ‘부락민회’는 이전의 촌락공동체가 형성하였던 이라아이 관습 

을 군용지료 배분의 근거로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적 관습의 연속성을 확 

보하고 있다. ‘부락민회’는 단지 군용지료를 배분하기 위한 단체로만 

과 관련된 각종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올 답당한다.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되고 임 

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염원회 밑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어. 1‘2명의 사 

무원이 일하고 있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이l 사무원은 사무소에 상근하고 
있다. 

18) 단， 킨쿠의 경우에는 2002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126명의 여성들이 촌락 관습 
의 헌법 위반올 묻는 재판을 통해 혈연적 요건이 개정되어 현재는 남녀 지손 모두 

촌락구성원 자격을 인정받올 수 있는 초건에 놓이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진펼수 

(2oo8b)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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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락민회’는 이리아이권의 내용을 명시한 회칙 

죠뺑l서， 이리얘l권은 구관습에 기초해서 동회에 전체적이고 통일적 

으로 귀속되고， 각 회원이 동회의 관리에 불복하거나 이리아이지를 단 

독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의 권리 • 의 

무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회원은 동회의 총유 재산을 동회의 관리 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재산의 관리를 위해 부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었다. 군용지료의 배분은 이리아이지가 미군기지에 접수 

됨으로써 회원들01 이리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적어도 「부락민회」 의 회칙에서는 

군용지료의 배분은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이리 

아이 관습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다. 

6. ‘부락민회’와 쿠 

‘부락민회’는 전통적 촌락공동체를 계승한 사회조직으로서 두 가지 

의 결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촌락공동체가 지연적 유대에 기초한 사 

회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정 시점에서의 지연성에만 의지하고 있 

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촌락의 경제적 자원에 관련된 활동만올 함으 

로써 생활공동체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기능은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락민회’의 이 두 가지 결함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쿠이다. 킨효의 

4개 전통 촌쐐서는 촌락공동체를 계승한 사회조직이 이원적으로 존 

재하고 있으며， ‘부락민회’는 일정 시점부터 살아옹 원주민들‘만으로 구 

성된 사회조직으로， 쿠는 현재 각 촌빽l 살고 있는 주민 전체로 구성되 

는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킨효에는 현재 킨， 나미사톡 나카가와， 이게이， 야카의 5개 쿠가 있 

다. 쿠라는 자치조직의 중심에는 쿠장"(l2i휩 및 쿠직원들이 있고， 공간 

적으로는 쿠사무소 및 쿠공민관이 주민들의 회합과 교류의 ;싼l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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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쿠의 쿠장은 쿠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는 각 쿠에 따라 다 

르지만， 킨쿠는 3년， 나미사토쿠는 4년이다. 킨효의 각 쿠에서 쿠직원들 

은 많은 경우 6-7명， 적은 경우 3-4명이며，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반영 

하듯 쿠 단위에서 사회교육 시설인 공민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킨효의 각 쿠에는 쿠장 및 쿠직원의 자치 활동을 주민의 입장에서 

견제하거나 보조하는 조직으로 쿠의회， 또는 쿠행정위원회가 있다. 나 

미사토쿼l는 쿠의회가 있고， 쿠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다른 네 쿠에 

는 행정위원회가 있괴 위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쿠도 있으며， 쿠의 유식 

자 가운데 위촉하는 쿠도 있다. 

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민들을 조직하고 었다. 첫째， 각 쿠는 연령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쿠민을 연령과 성별로 구분한 소위 ζk종단체(各 

種댐休)라는 조직이 전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어린이회， 

청년회， 부인회， 노인회 퉁으로 구성되어 있다.19) 

두 번째로 각 쿠는 주민을 거주지별로 구분해서 하부 지연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한(孤조직이 그것이다. 한은 효행정상의 주소지별 구획 

이다. 한은 장기간의 근린 거주 속에 쌓아진 심리적 유대와 사회적 협력 

관계로 조직된 기장 기초적인 지연조직이다. 각 쿠의 주민은 한의 인간 

관계를 통해 일상적으로 지연성을 경험한다. 쿠조직의 지연성은 한조직 

이 있기 때문에 말단의 주민생활까지 침투한다. 쿠의 다양한 행사나 사 

업이 있으면， 그 작업을 한별로 분담해서 추진할 수 있다.20) 

19) 나미사토쿠를 예로 해서 보연， 어린이회는 초둥학교 및 중학쿄 학생들로 구성되고， 
청년회는 18세에서 25세까지의 남녀 젊은이로 구성되며， 노인회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현|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부인회는 청년회와 노인회 λ~I의 연령에 있는 기 
혼 여성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다. 

20) 냐마사토쿠의 l년 행사 중에는 4월과 11월에 열리는 쿠 관계자들의 단합대회가 있 
다. 4월에는 연령조직 및 쿠의 각종단체틀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운동회가 있고， 11 
월에는 쿠내(l"K內1) 24개 한애B 대항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있다. 각 한별로 치르는 
행사에는 매년 4월 마지막 추 일요일에 열리는 쿠시유쿠이(7 ~그7-()가 었는데， 
과거에는 농사일에서 파종을 몰낸 뒤 이웃들과 함께 놀이와 휴식을 취하는 놓경의례 
의 성격올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웃들 간의 친목도모 행사의 성격을 
띠면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나미사토해서는 줄다리기를 할 경우 각 한별로 출의 

제작을 할당해서 춘비하는 전통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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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쿠의 쿠%에 총괄하는 쿠시무소는 다%댄f 시무와 사업을 

처리하고 있다. 쿠사무소의 다양한 활동으로 쿠사무소과 쿠민의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쿠는 지연조직으로서 유지되어 간다. 쿠 행정 

측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쿠의 주민 전체를 향해 있다. 

쿠 행정측의 샤무를 개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촌락행사의 추진， 사회교육시무， 산업진흥 및 주민복지의 증진， 외부기 

관의 위탁사무로 분류할 수 었다. 촌락행사의 추진은 촌락의 전통적 관 

습으로서 계승되어옹 마츠리(察‘?)를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새롭 

게 쿠의 행사를 편성해서 추진히는 것을 말한다. 사회교육사무는 쿠공 

민관의 활동과 관련된 분야인데， 각종단체의 활힘l 대한 지원과， ζk종 

교양 강좌， 취미 강좌， 강연회의 주최， 쿠지(lR옳) 편찬， 쿠도서관 운영 

등이 있다. 산업진흥 및 주민복지의 증진은 쿠민생활의 향상을 꾀히는 

것으로， 산엽진홍으로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개량， 티무{田휘조 

합 운영， 농연협 운영， 물이용초합에 대한 보조， 사탕수수 생산찢팩， 퇴 

비 보조금 지급， 소농기구 및 어구 보초이고， 주민복지의 증진으로 분류 

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위생 및 미화， 각종 쿠시설의 수리， 경로금 지급， 

스포츠 진홍회에 대한 보조 퉁이다. 외부 기관의 위탁 사무는 주로 킨효 

야쿠바로부터 의뢰받는 일로서 대표적으로 킨효의 유인물을 주민 조직 

을 통해 배포하는 일이 있다 

이싱에서 킨효의 쿠조직에 대해 서술했는데， 실제로 쿠가 구역 내의 

주민 전체를 지연조직으로 묶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명목상 현재 각 쿠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모두가 쿠민이고， 쿠조직에 편입되어 있지만， 실 

제로 쿠조직을 움직이고 쿠의 행사와 활행l 참여송}는 주체는 대부분 

원주민이고， 일정 정도의 배타성을 가지면서 이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원주민 집단이 쿠조직의 중심 세력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전 주민의 자치조직으로서 출발한 쿠조직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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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를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킨효의 각 쿠는 

원주민의 지연조직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원주민 집단의 배타성이 없 

을 수는 없는 데다， 킨효를 단순한 거주지로만 생각하는 이주민들과 원 

주민틀이 늘어나고 있는 상햄서， 쿠가 주민 전체의 지연 조직으로 기 

능히는 데는 한계가 었다. 

쿠에 대한 원주민 집단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부 

락민회’가 수령하는 군용지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락민회’가 

쿠의 재정비용.21)을 조달함으로써 원주민 집단은 쿠조직에서도 중심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원주민 집단이 쿠를 재정적으로 지배히는 방식 

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부락민회’가 쿠에 매년 

행정보조금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킨쿠， 이게이쿠， oþ7'l쿠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교 매년 쿠 세입의 대부분이 이 행정보조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또 하나는 원주민 집단의 공유지를 쿠유지로 해서， 그 수익을 쿠재 

정에 충당하는 유형01다. 나미사토쿠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쿠유 

재산에 대한 원주민 집단의 지배력은 약한 반면， 그 수익의 변동이 쿠재 

정에 직접적A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킨효의 각 ‘부락민회’는 명확한 원주민의 지연조 

직이면서도 그 기능이 촌락공유지에 관한 재산 관리와 군용지료의 배분 

에 그치고 있고， 원주민틀의 지연관계와 지연의식을 고양시키거나 주민 

틀을 생활공통체로 통합하는 활동과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 

한 활동 및 사업은 행정보조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쿠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쿠는 외면적으로 현재 살고 주민들의 자치조직이면서도 원주민 

집단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동시에 원주민 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지연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히는 것이 어렵게 되 

21) 2003년도 각 쿠에 재정보조금으로 유입된 군용지료의 금액을 보연l 킨쿠가 
12，851 ，000엔， 나미사토쿠가 171，913，000엔， 이게이쿠가 81 ，5η，000엔， oþ챔(2003 
년 10월-2004년 9월분)는 56，82α%엔이었다. 킨쿠를 제외한 3쿠의 예산 세입에서 
군용지료는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5> 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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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킨효에서 원주민들。l 시a}(:/?: 고향， 쩨마을)라고 할 때 그것은 

쿠의 단위를 가리키지만， 시망휴ν? ν千그: 동향 사람， 자기마을 사 

혜라고 할 때 그것은 쿠에 사는 주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시망츄는 ‘부락민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범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 

다. 그러나 시망츄는 문회적 관념이기 때문에，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쿠 

의 활동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원주민들과 

활님글하게 교류합으로써 원주민들의 지연조직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망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부락민회’의 존재로 인해 원주민들의 범위가 확정되고， 금전 배분 

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원주민 집단어 이주민들 사이에는 결 

코 쉽게 넘기 힘든 장벽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22) 

7. 맺음말: 흔락 조직의 두 가지 변화 유형 

킨효에서 촌락공유지에 대한 군용지료는 종래의 촌락공동체의 인적 

집단， 구성 원리， 문화적 관습을 계승한 ‘부락민회’라는 전통적 사회조 

직을 탄생시켰다. ‘부락민회’는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촌락의 사회조 

직이 재편성되고 촌락공동체의 해체가 저지되는 %빵을 보여주고 있다. 

‘부락민회’는 쿠라는 현대 촌락사회의 지연적 자치초직 내에서 원주민 

집단의 지배력을 유'À1 ' 강행}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원주 

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히여 

킨효의 촌락 사회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아무렇게나 혼합되어 있는 것이 

22) 촌락공동체가 이주민올 촌락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과 시간애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성이 촌채하는데， 킨지역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세대의 기간이 지나서， 이 
주해옹 사람의 자식이 성;행}여 마올일에 적극적a로 참여해야 시망츄가 되지 않겠 
느냐고 말한다. 킨부락민회의 경우， 1890년대 킨쿠 지역으로 들어와 야두이 촌랜옳 
I{X;村휩올 형성하고 살았던 주민들의 자손율 1982년에 준회원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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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여전히 하나의 촌락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원주민 집단이 개별 

적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을 촌락구성원으로 흡수해 7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킨효의 각 촌락의 원주민 집단이 외지에서 살다가 

되돌아옹 친척， 친지， 이웃을 다시 촌락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사회조직 

상의 기반을 갖고 있듯이， 킨지역의 이주민들 중에는 댈。까면 그 성 

원권이 부활되는 자기 시마를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면에서 오키나외는 여전히 시마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마사회 혹은 시마공동체를 촌락의 사회조직의 구성방 

식과 그것의 재편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지만， 시마리는 것은 문화적 관 

념의 치원에서 자기 마을과 쩨 고햄l 대한 소속감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마의식 또는 무라의식(村廳關과 관련시켜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효의 각 쿠의 조직과 활동은 원주민 집단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햄서 무라의식의 강화와 직결되고 있다. 원주 

민 집단은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와 정체성의 기반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촌락공동체의 전환11서 찾고 있으며， 촌락의 전휩l 대한 강조는 전 

통예능의 계승， 마을 축제， 지역민속지 작성 작업 등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진필수 2008a: 174-243). 

군용지료의 상승에 따른 전통적 사회조직의 강회는 결코 킨효에서 

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복귀 이후 군용지 

료의 상승은 오키나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군기지 내에는 

광범위한 촌락공유지들이 존재하고 있다. 띠라서 킨효와 같이 촌락공유 

지에 대한 군용지화 촌락공유지에 대한 권리자 집단으로서 전통적 사 

회조직을 재펀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존재할 기능성이 

었다. 여기에다 산업화 및 도시회에 따른 촌락공유지의 경제적 가치의 

싱넣은 도시 내의 촌락조직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었다. 

킨효의 ‘부락민회’와 쿠는 촌락 사회에 이주민이 유입되어 도시 사 

회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조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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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부락민회’는 원주민 집단이 이주민틀로부터 스스로를 분리 

시켜 나7l는 형태의 사회조직인 반면， 쿠는 원주민 집단과 이주민들이 

결속의 방식과 정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통합되어기는 형태의 사회조직 

이다.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보디는 외부로의 인구 유출이 지배적 경 

향으효 나타나는 과소화 지역， 예를 들어 오키나와 본도 북부 오오기미 

손{大宜味村) 같은 경우{山本혔읍 • 홉檢핸R善 · 運見훌彦(獨 1995: 241-

83 참조)에는 기존 촌락의 사회조적인 쿠나 아자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뿐， ‘부락민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이 생겨날 여지는 

없다. 다만 쿠나 아자의 기능 및 역할이 축소되어 기는 경향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것이다. 

킨효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전된다면， 쿠와 ‘부락민회’는 어떤 형 

태의 사회조직으로 변모해 갈 것인가? 쿠는 나하시(那爾市)에서 나타나 

는 전호가입형(全戶加入웹 자치회(山本英治 • 高함핸R善 · 運見훌彦(編 

1995: 179-220 참조)나 일본 본토의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효나이카이 

(1l!T內용) 내지 자치회(용폈隻 • 秋元律郞(編휩 1990 참조)로 변화활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쿠는 원주민 집단이 장기간의 거주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연망과 문화적 관습을 통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구성방식이나 운영원리상 원주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가는 지연조직이다. 그러나 쿠와 도시의 자치회 사이에 

는 중요한 질적 채l가 존재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쿠와 아지는 전통적 

촌락공동제의 사회조직만을 지칭하는 것。l 아니라， 근세부터 근대 초기 

까지 형성된 각 촌락공동제의 지리적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비해， 

자치회는 도시 내 일정 구역의 거주자들의 자발적 결사체， 즉 일정한 

사회조직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런 의미에서 쿠라는 촌락의 지연조 

직과 자치회로 대표되는 도시의 지연조직은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땅 

(t뼈， 혹은 지리적 영역에 대한 지배력과 연관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 

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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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락민회’는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일정 시점의 촌락의 사회조직 

과 지리적 영역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고정된다는 점에서 나하시의 

가입제한형ClJOÀ制健웹 자치회와 임의가입형(1王폼j][]À型) 자치회， 요 

미탄쉰詩짝村)의 속인적(屬샤꺼) 원리의 퀴山本英治 · 홉橋明홉 • 週

見륨彦(編 1995: 285-326 참죄， 일본 본토의 재산쿠뼈塵[R: 織끽洋三 

(編휩 1974 참조)와 같은 계열의 사회초직이다. 일본 본토의 재산쿠의 

경우를 보면， 급속한 도시화나 행정구역 개펀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종 

래의 촌락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주로 이리。J-ol권)를 

유지하기 위해 신주민들과 융합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의 지연적 사회조 

직으로 고착되는 현싱이 나타난다. 재산쿠는 과거의 일정 시점까지 존 

재하던 무라{村)， 쿠([R)， 오오아재大字)의 지리적 영역과 구성원에서 

출발하였만， 이후에는 현재 시점의 지연성에 따라 구성원올 충원쩨 

않고， 통일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기존 구성원들의 지손들로만 충원되 

는 사회조직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킨효의 ‘부락민회’를 비롯해 앞서 

열거한 사회조직들은 공통점올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외에서 나타나는 원주민 집단 중심의 폐쇄적 사회조 

직은 일본 본토의 ̂H~쿠와 같이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권리의 요소 

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나하시의 임의가입형 자 

치회， 가입제한형 자치회， 요미탄손의 속인적 원리의 쿠는 반드시 촌락 

공유지에 대한 권리 때문에 유지되는 사회조직은 아니며， 이들 중에는 

공유재산을 갖지 않는 자치회나 쿠도 있다. 공유재산 없이도 촌락의 사 

회초직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마의식에 대한 

세밀한 고첼l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킨효의 ‘부락민회’는 공유 

재산의 권리자 집댄이리。에 단체)일 뿐만 아니라， 도시화 이전의 시마 

(촌락)에 대한 소속감으로 결속된 사회조직이라 할 것이다. 

요미탄손의 속인적 원리의 쿠는 킨효의 ‘부락민회’와 같이 미군기지 

가 건설되기 이전 각 촌락의 구성원들과 그 지손들로 구성된 사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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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킨효에서는 쿠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관힐하고 있기 때문에， ‘부락민회’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무만을 담당 

하고 있지만， 요미탄손의 속인적 원리의 쿠는 두 7찌 사무를 모두 수행 

하고 있다. 킨효의 ‘부락민회’와 비교할 때， 요미탄손의 속인적 원리의 

쿠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미군기지 건설로 인해 쿠의 구성원 

들이 종래의 거주지를 앓고 요미탄손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점이 

다23) 이 사실은 종래의 촌락 초직과 시마의식이 본래의 지리적 영역 

(땅 t뼈으로부터 유리되더라도 존속해 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 

다 

요미탄손의 속인적 원리의 쿠는 본래의 지리적 영역에 대한 지배력 

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도시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연적 사회조직， 예를 

들어 나하시의 임의가입형， 가입제한형 자치회， 그리고 여러 지역 출신 

의 향우회를 연상시키며 그것과 같은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요미탄손의 속인적 원리의 쿠는 본래의 지리적 영역에 대한 지배력만 

싱설했올 뿐， 쿠라는 명칭은 여전히 지리적 영역에 대한 연관성을 표시 

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내에 있는 각 쿠의 지리적 영역이 회복되었을 

때를 상정하고 있는 젠다. 쿠라는 명칭은 요미탄손。l 여전히 도시화 

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촌락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으며， 이런 점에서 킨효의 ‘부락민회’와 통일한 지명 위에서 비교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행정구역 개 

면이 일어난다면， 요미탄손의 속인적 원리의 쿠도 킨효의 ‘부락민회’도 

나하시의 임의가입형 자치회나 가입제한형 자치회와 같은 형태로 변모 

해 갈것이다. 

킨효의 ‘부락민회’와 쿠는 촌락의 사회조직이 와l 내의 사회조직으 

로 이행해 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화가 충 

23) 요미탄손의 쿠는 본래의 지리잭 영역애 기반하지 않고， (요미딴손이라는 확대된 지리 
적 경계 내애 샤는) 구성원틀용 용혜서만 그 실쩨가 확인된다는 정애서 속인적 원리 

의 쿠라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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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진행된 나하시의 지연적 사회조직과 연결시키연， ‘부락민회’는 임 

의가입형 자치회 및 가입제한형 자치회로 연결되고， 쿠는 전호가입형 

자치회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나하시에서 전호가입형 자치회보다 앞의 

두 7찌 자치회가 훨씬 많}는 점은 ‘부락민회’의 유형이 오키나외에서 

는 좀 더 일반적인 촌락 조직의 변화방식이라는 추롤을 기·농하게 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추롤올 한다면， 현대 오키나와에서 말해지고 있는 

시뺀동체와 시마의식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터적 조건에 맞는 사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가기보다는 도시화 이전 일정 시점의 촌락공 

동체와 그에 대한 귀속의식을 깅쩨 고휴}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급 

격한 흔란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시 생활에 적웅해온 측면올 보 

여 준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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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U.S. base rent, village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Shima, 
lriai, Burakminkai, Okinawa 

U.S. Base Rent and the Social Organization m the 
Okinawan Village Community: 

A Case of Kim Town 

Jin, Pii-Su * 

This paper analyzes the aspect that US base rent has strengthened 

the traditional social organiz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through 

the case of IGn Town in Okinawa. In every year, a large sum of 

US base rent has been payed to the IGn Town people. US base rent 

are payed to the three type of landowner, that is, IGn Town Office, 

the village community and the private landowner. US base rent has 

had a huge influence on the local economy and culture. Particularly, 

US base rent payed to the village community, are distributed to the 

community members, by the rule based on the traditional custom of 

IGn region, namely, Iriai custom and the Kin Town ordinance which 

codified Iriai custom. The distribution of US base rent has operated 

as a factor making the village community membership clear and 

the new associ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member, Burakuminkai, 

organized. In the result, the social organiz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in IGn Town were dualized to the Burakuminkai, 

* Researcher,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isting of the residents who settled in the village before 1906 

and Ku, consisting of the present residents. Burakuminkai performs 

the function for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communal 

resources, and Ku perfonns the func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communal life. In the attribute of the social 

organization, Burakuminkai is closed community to outside, and Ku 

is open community to outside. They are two type of social 

organizations which can appear when a village community is 

urbanized in Okinawa and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