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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이 연구는 친족체계에 초점을 두고， 오키나와(때編) 사회조직의 전
개과정을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친족체계는 부계의 출
계집단과 양변적인 친척 (bilateral kindred) 이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각각이 오키나와 문화의 아주 상이한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우리는 부계친족제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인들을 밝히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
울일 것이다. 이 작업을 해내는 데에서 우리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오키나와 친족제도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 열쇠를 제공

해줄지도 모를. 사회정치체계의 전개과정과 친족제도간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중국， 일본， 한국 및
옛 류큐(뿜짧) 왕국(1 2 üO -1872) 이 긴밀하게 접촉했던 동남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문화 접촉 또는 문화 접변의 맥락에서 오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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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친족체계의 전개과정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오키나와의 친족제

도가 형성된 문화과정은 중국을 기점으로 한 거대한 유교 문화복합

(Confucian culture complex) 의

역동성과 관련지어서만이 적절하게 이

해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우리는 우선

앞의 세 나라와의 문화 접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연구자가 아직 오키나와의 현지조사 경

험이 없기에 주로 일본어로 된， 그리고 소수의 영어로 된 오키나와
문화를 다룬 연구 문헌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친족체계에 대

한 연구자의 지식은 오키나와 친족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유리한 전망
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키나와 친족체계의 성격에 대해서 고찰하기 전에 오키나와의 문
화사를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우리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에 필

요할 것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와 같은 오키나와 부계친족제도
의 형태가 형성된 시기로 간주되고 있는 옛 류큐 왕국 시대에만 국한

하여 기술하고자한다.

오키나와의 역사적 배경
류큐(珠짧) 제도는 일본의 큐슈 남부에서 대만 사이에 위치하고 있

는 아마미(港美) . 오키나와(패觸) . 미야코(宮古) . 야에야마(八重山)

등 네 개의 주 섬과 각기 그것들의 주변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고 있

는 고아대한 군도(群島)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용어이다. 옛 류큐 왕
국 기간에는 오키나와가 류큐 제도의 문화적 정치적인 중심이었다.
14세기 중반에 오키나와는 호쿠잔(北山) . 추잔(中山) . 난잔(南山) 둥
세 개의 독립적인 군주국가 (p피1뎌때lities) 로 나뒤어져 있었다. 이 세
개 중 추잔은 1372 년에 중국의 당시 명(明) 나라(l 368~ 1644) 와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서 오키나와에서는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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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군주국이었다. 오키나와는 1874년까지 400년 이상 중국의 조정에
공물을 바치면서 공식적인 주종관계를 유지했다 (Lebra

1969: 1).

조공

을 바치기 시작한 직후에 중국 조정은 오키나와에 처음으로 일단의 이

민을 보냈다. 그들은 나하(那觀) 근처의 쿠메무라(久米村)에 정착하였
다. 나하는 오키나와의 으뜸가는 무역항이고 현재는 오키나와현의 행

정 수도이기에， 현재의 오키나와 문화에 남아있는 중국의 문화요소들，
특히 유교적인 전통이 베어있는 요소들은 대체로 류큐 왕국의 나머지

기간에 이 쿠메 사랍들을 통해서 걸러져 전해진 것들이다1)
추산이 1416년에 호쿠잔을， 그리고 1429년에는 난잔을 합병함으로
서 결국 오키나와는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되었다. 이로서 오키나와는

섬 전체가 추잔으로 불리워졌다. 그러나 쇼신(尙훌:

1477 -1526) 왕

대

에 와서야 비로소 오키나와는 중압집권적인 통치체계를 확립하게 되
었다. 쇼신왕의 통치 기간에 “오키나와는 번영의 극치에 도달하였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도와 사회 형태들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
었는 바， 그것들은 19세기 말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 .. (Keπ

115) .

1959:

이 기간은 간혹 오키나와의 “황금기”라고도불리워져 왔다.

한편 오키나와 전역에 걸쳐서， 농촌은 지방 영주들인 안지(安司)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있었다. 이들은 무장한 일단의 가신들의 우두머
리들이었고， 농민들은 이들의 영지를 경작하였다. 15세기 말엽에는

지방의 모든 안지들이 왕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했고， 영지를 받은
소수의 제후인， 안지-오키테(安司提) 만을 남기고 모두 수도 슈리(首

里)로 옮겨와서 살라는 명령을 받게되었다. 이들은 후에 그들의 영지
들을 관리하면서 슈리의 성내에 있는 조정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1) 쿠메무라(久米村)는 오키나와의 수도인 나하시(那홉市)의 중심부에 위치하
고 있다. 나하함(那햄港)올 통해서 이 도시로 들어와서 나하시장과 天滿宮이

있는 중섬가를 지나서 북동쪽에 펼쳐진 곳이 쿠메무라이다. 이 마을의 위치

로 미루어 보건 데. 이 마을에 정착한 중국 이민 유학자들이 슈리 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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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토-다이(地頭代)라고 불리웠다. 이렇게 하

여 20세기에 접어들어 토지의 재분배 및 토지 공동 소유제가 폐지되
기까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는 정지되고 말았다.
쇼신왕의 관심은 오키나와 본도를 통치하는 데에만 국한되었던 것
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슈리의 조정과는 독립적으로 지방의 수령
들에 의해 통치되어 왔던 바깥의 섬들까지 실질적인 통치력을 확대시

키는 것이었다 .1390년에는 미야꼬와 야에야마의 지방 수령들이 추잔
의 사토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했다 (Keπ

78) . 그리고

1959:

다시 이 두 섬은 16세기 전반기에 각각 연락 사무소를 개

설하고 슈리로부터 한 행정관을 지사로 임명함으로써 더욱 직접적인

통치를 하게 되었다. 류큐의 북방에 위치한 섬들은 1266년 경에 이미
류큐 왕국에 병합되었고， 오키나와의 이 섬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1609년에 이 섬들이 일본 사츠마(魔摩)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들어가
면서 종식되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대체로 농업 또는 화전농에 종사해 왔다. 자연
자원이 부족하고 농업기술도 발달하지 못해서， 슈리 조정은 유리한
기후적인 조건을 활용하면서 해상 무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재정적
인 수입에 크게 의존하였다

17세기초까지 오키나와 사람들은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Champa와 암uner ， 사이암， 자바， 인도네시아. 말

레이를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잇는 중계무역의 중간
상인 역 할을 훌륭하게 해내었다 (Keπ

1959: 77 및 Haring 1969: 28

참조) .
토쿠가와(德川) 막부(1 603 -1868) 가 둥장한 직후， 일본은 중국 대
륙으로 원정을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중국으로 원정하

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 접근할 필요성에 직면하였

다. 이것은 곧 조선 침략을 의미했다. 일본은 우선 조선 침략에 필요
한 병력과 무기. 그리고 그 후에는

7 500명의 군병력을 10개월간 먹

여 살릴 식량을 슈리 조정이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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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리 조정에 의해 묵살되었다. 그 결과 1609년에， 일본의 남부 큐슈
를 통치하고 있었던 강력한 봉건 영주 사츠마한(훌摩樓)이 토쿠가와

정부의 허락을 받아 오키나와를 침략하여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정복
하였다. 오키나와 정복은 류큐 왕국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사츠
마는 류큐 왕국의 총 조세의 8분의 1 을 매년 조공으로 바치고， 대외
무역은 사츠마 정부가 독점할 것이며， 아마미 섭을 슈리의 통치 대상
에서 떼내는 등의 무거운 의무를 지웠다 (Keπ

1959: 159).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한 체계적인 화해 정책이 류큐 전역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슈리 조정에 중요한 재정적인 기반을 제공해주었던 해양 무역이 쇠

퇴하면서， 오키나와는 이제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집약적으로
개발하는 데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츠마의 침략 직후에는 ‘지
와리. (地劉 t) ) 제도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토지 재분배 제도가 수립되
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에 따르면，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속하고， 각 마을은 수확량의 일정한 쿼터를 세금으로 바칠 공동의 책
임을 질 것이며， 이 책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주기적

으로 토지를 재분배하도록 정했다 .. (Suttles

1964: 61).

이 점은 특히

우리가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중

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뒤에서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갈 것이다.
17세기 중 나머지 기간에 오키나와는 사츠마의 효율적인 통치를 통
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 개혁을 경험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
여， 당시 쇼죠켄(尙象賢) 왕자가 이끄는 친일파 정권이 일본과 오키

나와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갔다는 논리[‘때日同祖論’]를 제시하

였다는 점은 이해가 갈만도 하다(東恩納寬淳

1950: 19

참조) .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친일적인 경향과는 달리， 친중국 유학자

들이 오키나와의 지배충으로 동장하였다 (Keπ

1959: 199-210

참조) .

원래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이민들의 첫 정착지였던 쿠메무라는 유학

자들의 요세였다. 이 마을은 왕실의 교육과 고급 관료들을 대상으로
유교 훈련을 전담하는 등 슈리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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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전반기에 류큐 왕국은 16세기 초반의

‘오키나와 황금기’ 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겠지만 ‘제 2 의 번영과 전성기’ 에 도달하였
다. 그러나 슈리 조정은 수도 슈리에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족보를 가진 봉건 귀족인， 사족(士族)의 인구가 증가하는 어려운 사
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의 16세기의 황금기에 슈리로 옮겨와서 살도록 강제된 안지(安司)의
자손들이었다. 그러나 조정은 그들 모두에게 공적인 직장을 제공해줄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은 사족의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로 하여금 수도 슈리를 떠나 농촌으로 가서 정착하여，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조정에서 제공하는 미개

간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도록 권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족을 수도

권 바깥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은 20 세기

(Ushijima 1968: 131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참조) . 사족 출신의 새로운 정착지인 ‘야아두이’

또는 ‘야도리(屋取)’ 는 오키나와 본도 전역에서 관찰되었다. 통계 상
으로 보면 (Ushijima 위의 논문) , 현재의 오키나와에 있는 450개의 전

통적인 마을 중 ‘야아두이’ 마을이 약 130개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
다.

‘대전통 (Great Tradition) ’ 이라고 불러도 좋을만한 슈리의 정교한

유교식 생활방식이 이미 몸에 베어있는 ‘야아두이’ 사람들은， 토착의

‘소전통 (Li버e Tradition) ’ 특성을 뚜렷하게 들어내고 있는. 고립된 자
급자족의 전통적 토착민 마을들에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훌

륭한 에이젠트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얘서 이들 사
족의 분산 정책은 오키나와 친족제도의 성격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18세기 말엽에 들어서서 오키나와는 다시 여러 번에
걸친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 과거의 번영은
되찾지는 못했다. 메이지(明治) 정부(1 868-1912) 가 들어서면서 일
본은 결국 1872 년에 류큐 왕국을 합병하여 하나의 봉건 영지에 준하
는 류큐한(핸짧購)으로 전환시켰다. 다시 1879년에는 류큐한 마저 폐
쇄시켰고， 결국 류큐 제도는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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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패爛縣)으로 편입되었다. 이로서 거의 700년 가까이 져속되어 온

류큐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토 및 사회정치체계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토지의 재분배 또는
토지 공동 소유 제도를 폐지하였고. 1899~ 1903 년간에는 전반적인 토
지개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ebra 1969: 2). 이

정책 전환으로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이 인
정되었고， 그들은 이제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친족조직
오키나와 친족 제도는 양변적인 친척 (bilateral kindred) 과 부계의 출

계집단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두 개의 상이한 법주가 공존
하고 있는 사례들은 인류학 문헌에서 잘 알려져 있고， 세계의 여러
문화로부터 보고된 민족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후 (Befu 1963: 336) 는 머독 (Murdock) 의 저서 『사회구
조 SκiaJ StπκtureJJ (1 949) 와 역시 머독이 집대성한 『세계 민족지 자료

집 μ0rJd Etlmographic SampJeJ ( 1957) . 그리고 머독 퉁이 공동으로 편찬

한 『민족지 지도 Et，빼ogJ’'tlphic A따s.! (1 962) 에서 수집한 자료들에 의거
하여 양변적 친척과 부계친족제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오
키나와를 포함한 29개의 사회를 발견하였다. 오키나와 친족제도가 우

리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양변적 친척과 부계친족

제도 두 가지가 현재의 오키나와 친족제도에 관한 한， 아주 다른 영
역， 즉 전자는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후자는 조상제사와 관련된 영적
인 생활의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
는 이 두 가지의 친족 범주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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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변적 친척
‘신루이(親類)’라고 불리우는 양변적 친척은， 혈족이든 인척이든
불구하고， 모든 방향으로 친족관계가 목 같이 인정되는 자기중심적인
친족 (an ego-centered collection of 때lsmen) 을 말한다. 학자들에 따라
서 그리고 상이한 지역으로부터， ‘웨카’ (ψeka) , ‘하로지’ (hll1ψ) ， '초
데’ (얘ode) ，

‘우토자’ (utoza) 둥 수많은 명칭이 보고되었다. 이것들이

각기 무엇을 가르키고 있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웨카’ (또는 ‘웨한짜’ . ‘웨칸짜’ ):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관계가 맺
어진 가까운 친척 (小川 1965b: 104: 竹村 1965: 72). 양변적 친척과 자

신의 4촌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의 인척. 이것은 속세 또는 일상생활에
서 임시적인 협동 집단에 해당한다(山路 1968: 21). 가정의 주요 대사에

참여하는 자신의 3 대 조상인 증조부모의 자손들을 모두 포함하는 양변
적 친척들(大胡 1962 ,

and

常見 1965: 53).

‘하로지’ (또는 .하라지’ , ‘파로지’ ):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

요한 행사마다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증조부모의 모든 자손들(大胡

1965: 149). 원칙적으로는 6촌까지의 공동 조상을 가진 양변적 혈족으
로. 일반적으로 노동의 교환파 협동적인 서비스가 기초하고 있는 집단
(Ha마tg ，

1964: 50- 51).

‘초데’ (또는 ‘추초데’ ): 4촌까지의 양변적인 친척(小川 1965b: 104: 山

路 1968: 21). 부계 출계집단인 ‘문츄， (門中)의 하위집단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부계혈통을 강조하는 친족 집단(比嘉政夫 1965: 162).

‘우토자’ (또는 ‘우투자’ ): 4촌 또는 6촌까지 양변적으로 따진 혈족 및
자기의 인척. ‘우토자’ 는 특히 농업 및 통과의례의 영역에서 일상생활에
협동집 단으로서의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伊顧 1962: 12).

위 네 개의 용어에 추가해서 양변적인 친척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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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용어가 류큐 제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보고되었다. 그 차이라

는 것이 단지 용어의 문제이지， 구조 및 기능적인 특성의 차이가 아
니기에 우리는 그것들에 일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좋

겠다.
위에서 기술한 모든 사례들은 히가 마사오(比嘉政夫

1965:

162) 에

의해서 오켜나와 동남부의 타마구수쿠(玉城村) 마을로부터 보고된

부계의 ‘추초데’ 하나만을 예외로 하고는 모두 양변적인 친척의 일반
적인 특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예외를 일단 제쳐놓고， 오키나와의

양변적인 친척은 일정한 관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친족에 대해서는
어머니 쪽과 아버지 쪽을 차별하지 않고， 그 친족원과 자신과의 친족
관계에 기초해서 꼭 같이 자신의 친척의 범주 속에 포함시킨다. 이렇
게 하여 누구든 자신의 부친의 친척의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기는 하

지만전부는아니다.
양변적인 친척은 마을 수준에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구성원간
의 관계는 뒤에서 논의될 부계 출계집단의 수직적 관계의 성격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바， 친족 유대의 수평적인 확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오키나와의 양변적인 친척은 조상제사를 제외한 사회생활의 거

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농사 활동，
통과의례， 가옥 신축 둥을 포함하여 가정에서 협동적인 작업을 필요
로 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협동적인 집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우리는 양변적인 친척이， 부계
출계집단의 주요 관심사인， 재산상속 및 가계계승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두어야만 하겠다.

오키나와의 양변적 친척은 혼인 규칙과 관련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류큐 제 전역에 걸쳐서， 비록 오늘날에 와서는 외부 사

람과 혼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마을 내혼이 거의
지배적이었다. 취락이 비교적 고립적인 형태였고， 마을 사이에 협동
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 점은 마을 내혼의 관습이 뿌리를 깊이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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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다. 토지제도도 역시 마을 내혼제를 촉진한 또

다른 요인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1609년 사츠마의 침략 이후에， 새
로이 시행된 토지 재분배제도( ‘지와리’ 제도; 地劃 O 밟IJ度)는 마을이
조세 징수의 단위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15 세에서 50세(지역에 따라
서는 12 세에서 60세)까지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각자 마을 공동 소유

의 토지에서 동일한 면적의 경작지가 할당되었고， 2 년에서 30년마다
경작지당 인구구성의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경작지는 주기적
으로 재분배되었다. 한 여성이 다른 마을에서 시집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할당받은 토지를 시댁으로 가져올 수가 없다. 그녀의 친정은

한 사람의 노동력을 잃게 되었고， 그녀는 다음 재분배의 시기까지 기

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마을 내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신부의 경작
지는 쉽게 시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懶川

1962: 70).

마을을 세금

징수 단위로 삼게되면서 가용 노동력을 잃지 않은 채，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 내혼은 마을 자체에 의해서 권
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여성이 바깥으로 시집가게 되면， 그녀는

친정 마을에

‘우마데마 라고 불리우는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관

습이 있었다(關敬홈

1962: 27:

比嘉春漸

1950: 63).

류큐 왕국의 시

대에는， 왕실의 명령에 따라서 처녀지를 개간하기 위해 간혹 집단 이
주는 필요했지만， 마을 바깥으로의 주거이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봉건영주들의 통제를 받았다. 마을 내혼과 주거 이동금지의 결과로.
마을 사람들의 모든 사회 활동은 마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었고，
마을은 사실상 그들의 생활세계였다. 따라서 아버지 쪽 및 어머니 쪽
의 친척들이 대대로 사이좋게 한 마을에 살아오면서， 같은 조상의 자

식들이 이웃 마을로 옮겨가서 정착하는 일이 없는 한， 친족관계는 마
을 바깥으로 확대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마을 내혼에 추가해서， 4촌
간까지만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의 근친상간 금지의 관습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다는 점도 한 마을 안에 친척관계가 중첩되는 경향을 촉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버지 쪽으로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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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동시에 어머니 쪽으로도 친족관계에 들어오는 사례가 흔히 나

타나게 되었다. 이런 양변적인 친척의 일반적인 특성은 오키나와의
친족 명칭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부록으로 제시된 오키나와 친
족명칭 [terms

of reference] 은 양변적인 친족의 구조적인 특성을 잘 보

여주고 있다.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의 친족원을 지칭하는 친족명청
은 모든 세대에 엄격하게 대청적으로 나타나지만， 직계의 친족원은

방계 친족원으로부터 구분된다. 이런 점에서 오키나와의 친족호칭은

.에스키모 형(型)’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친족원을 지칭하는 여러
세트의 친족명칭이 류큐 제도의 여러 지역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서 보고되었다 (Srrùth

1960: 156-157 大胡 1962: 45 -46 , 比嘉政夫

1965: 175-177 , 常見 1965: 29-34 , 浦生 1959: 17). 이 중에서 두 가
지의 예외적인 사례는 여기서 지적해물만 하다. 그 중 하나는 이시가
끼 섬의 카비라 마을의 귀족들 간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동일한 명칭
으로 지칭되었던 적이 있다는 점 (Srrùth 1960: 156-157) 이고， 다른 하
나는 자신의 4촌의 자녀 와 형제의 손자녀 가

‘이치꾸미 파 .(itSikumi:

kkwa) 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지칭되었다는 쪼네미(常見

1965: 29-34)

의 보고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것은 자녀들이 그들의 4촌의

자녀들을 지칭하면서 사용하는 명칭을 부모가 그대로 사용한 결과로
동일한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친족명칭
을 부모가 그대로 사용하는 관습은 스틀스 (Suttles 1964: 59) 에 의해
서도보고되었다.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의 친척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구하고，
모두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그 마을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
서 생을 마감한다. 예를 들면， 마을 내혼에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의 자매들인 고모와 이모들도 혼인해서 같은 마을에서 산다. 이렇게
해서 고모와 이모에 대한 사회관계 및 접촉의 빈도는 별로 차이가 없
다. 이런 경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들， 즉 삼촌과 외삼촌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오키나와 사회에서 농민들의 경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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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의 자급자족적인 작은 생활세계였다. 얼핏 보기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요인들은 모두 부계 출계집단의 형성 및 존재를 전혀 허용하
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
에 주목해보기로하자.

2) 부계 출계집단
오키나와의 부계 출계집단은， 특히 일본의 민족학 문헌에서，

‘문

츄’ (門中)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양변적인 친척과 마
찬가지로， 부계 출계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는 친족집단과 지역에 따라
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좀더 자세하게 논의하기 전에. 이
런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로하자.
‘문츄 (門中) : 같은 조상들을 공동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부계 자손들의
집합체(比嘉春‘簡 1959: 84). 조상제사를 공동으로 모시는 친족원. 또는
엄격한 부계제에 기초한 단계 (un바lear) 의 친족집단 (Haring

1964: 47).

남자 계통을 따라 공동의 조상을 추적하는 친족집단(山路勝彦 1968:

2 1). ‘히키’ 로부터 갈라져 나용 친족집단(小川 1965b: 110).
‘히키’ (또는 ‘비키. ): ‘문츄’ (門中)와 같다 (H때ng

1964: 47).

혈연관계

로 연결된 부계 친척들의 집단으로， 아래 위로 두 세대， 즉 조부모와 손
자 세대까지만 이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中根千技 1962: 2). 더
먼 과거에 갈라져 나온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작은 ‘문츄’ 의 결합체(小
)1 1

1965b: 109).

‘하라’ (또는 ‘바라’ ) : 혈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계의 출계집단

으로 원래는 공동 조상의 부계 자손들이 묻힌 공동묘지를 의미하는 것
이었다(關敬폼

(比嘉春懶

1962: 28-29) . .문츄’

1952: 19‘H95)

로부터 갈라져 나온 작은 친족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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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은 모든 용어가 일정한 범위의 부계 출계집단을 가리키

고 있는 것으로 때로는 신화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남
자 계통만을 따라서 공동 조상을 추적하고 있다. 이 용어들의 개념을
좀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문츄’ 의 한 사례를 도식적
으로 제시해보기로 하자. 여기에 제시된 친족계보도는 슈리 (首里)에

위치한 ’라꾸우지 문츄’ (騎民門中)라는 한 부계 친족집단을 구성하
고 있는 다섯 개의 하위 친족집단이 족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
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比嘉春漸

1952) .

‘라꾸우지 문츄’ (路民門中)

吳我바라 (A하라)

!

輝 }라 (B 하라)

~懶바라 (C하라)
森永바라 (D하라)

宮城바라 (E하라)
(比嘉春漸

1952:

194- 195 로부터 수정)

‘라꾸우지 문츄’ (路民門中)는 오키나와의 동남부 사시키(島몽那住
數村)에서 원래 ‘안지’ (按司)를 역임했던 이께바루(池原)라는 한 봉건
귀족I小領主l 을 공동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부계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
는 데， 그의 자손들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15 세기 말엽 왕실
의 정책에 따라서 슈리로 이주혜왔다. 이 .문츄’ 는 한 개의 직계와 여
기서 갈라져 나온 네 개의 방계， 즉 지파의 하위 ‘문츄’ 를 포함하고 있
다. 이 다섯 개의 부계 친족집단이 모두 이께바루 ’안지’ 를 공동 조상
으로 모시고 있다. ‘고가(吳我)바라’ 의 경우와 같이
로 상용되었을 때에는
만 하겠다. 여기서

.하라’ 가 접미어

-바라’ 로 발음된다는 점을 일단 지적해두어야

‘고가(吳我)바라’를 ‘A하라，’

‘比嘉바라’를

‘B하

라’ 라는 식으로 각 하위 문츄를 부호로 표시해보기로 하자.
'A하라’ 는 종가 또는 직계의 하위 ‘문츄’ 이고， 이 부계 출계집단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이것은 장남 계승을 통해서 시조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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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이어져 내려왔다.

‘B하라’ 는 17세기초에 차남에 의해서

A하

라’ 로부터 갈라져 나왔고， ‘E하라’ 는 17 세기 말엽에 차남에 의해

'B

하라’로부터， ‘C하라’는 19세기초에 차남에 의해 ‘B하라’로부터， 그
리고 ’D하라’는 'C하라’의 시조의 넷째 아들의 자손들에 의해 ‘C하

라’ 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한다.
이

‘문츄’ (門中)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자손들에게는

구성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에， 시조의 모든 자손들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있다. 각 하위

‘문츄. 는 슈리에 있는 정착지에 고도로 지역화되어
.문츄’ 에 해당하는 부계 친족집단은 .문츄’ 멤버쉽의

표시로 간주될만한 고유의 성씨(姓民)를 가지고 있다. 하위 친족집단
이 원래의 집단에서 갈라져 나올 때， 몇 세대가 지나면 그들의 성씨

를 바꾼다. 파가 갈라져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볼만한
충분한 자료를 우리 는 갖고있지 않다. 그러 나 히 가(比嘉春湖

1952:

195) 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계 친족집단의 유명 조상들의 관

직에 따라서 성씨가 간혹 바뀌었다는 점은 오키나와 친족제도의 이해

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
(최재석

1966 참조)와 같이 종가의 장남이 아닌 어떤 유명한 조상이

있는 경우에， 그의 자손들이 후에 계속적인 조상제사를 통해서 서로
단합하여 종가 계통의 부계 친족집단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별도의

‘문츄’ 를 이루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부계 친족집단이 상이한 성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씨만으
로는 ‘문츄’ 의 맹버쉽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라꾸우지 문츄’ (路民門中)에서는 하나의 방도가 고안되어 시

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은 각자 한문 4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첫 두자가 성써를 표시하고， 나머지 두자가 개인명에
해당한다. 다시 이 두자의 개인명 중 한자가 ‘문츄’ 의 멤버쉽을 나타

내는 표시로 사용되는 바. 위에서 제시한 친족집단 계보도를 보고한
바의

.히가 슐죠’ (比嘉春懶)씨의 이름 중 세 번째 글자인 ‘싼’ (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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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比嘉春朝 1952: 195).2) 이론적으로는 개인
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글자가 그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부계 친족집단에 의해서 이미 고정되어 있기에 부모는 자녀들의 이름

을 짓는 데에 한 룰자만을 선택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방금 검토해본
것은 슈리의

‘라꾸우지 문츄’ (路R 門中)라는 한 특정의 부계 출계집

단에서 관찰된 바의 친족제도의 구조적인 특징 및 원리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은 다른 지역 및 다른 친족집단에서도 꼭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류큐 제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

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히가 슐죠(比嘉春懶
i비d.) 씨는 원래 왕설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슈리에 있는 한 다른 부계

출계집단은

‘문츄’

대신에

‘이치뭉’ (一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문츄’ 라는 용어는 ‘라꾸우지 문츄’ (路￡門中)의 경우와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명에 동일한 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더
큰 범위의 집단인 ‘이치뭉 의 분절적인 하위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것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치뭉’ 은 여러 개의

‘문

츄’로구성되어 있다.

아마미(흉美)와 오키나와 북부 지방을 포함하는 북부 류큐에서는
남부 오키나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츄’ (門中)과 ‘이치뭉’ (一門)과
는 대조적으로 ‘히키’ 라는 용어가 부계 출계집단을 지칭하는 데에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 본도의 북쪽 지방에서는 ‘히키’ 와 ‘문

츄’ 두 가지 용어가 모두 같은 부계 출계집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는 데， ‘히키’ 는 성씨를 공유하고 있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출계집단， 즉 ‘문츄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몇몇 출계

2) 카비라 마을에서 스미드 (A H. Smi바

1960:

157) 는 이와 꼭 같은 관습을 관찰

하고 있다. “각 ‘문츄’ 의 남자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개인명에 꼭 같은 글자
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어떤 친족집단에 소속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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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히키’ 를 이루지 않은 채 하나의

(小 )11 澈

1965b: 106-109).

.문츄. 로 남아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부계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
지만， 그것들이 기초하고 있는 구조적인 특정은 대체로 동일하다. 하
나의 출계집단에서 자손들의 수가 많아지면， 일단의 공동 자손들이

더 큰 범위의 출계집단에서 떨어져나와 별도의 하위 출계집단을 형성
하게 된다. 리브라 (W. P.

Lebra 1966: 155) 는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한 씨족의 시조의 직계 종가를 포함하고 있는 출계집단은 중심적인 출
계집단으로 간주되어

.잣치 바라’ (장남계 또는 종손계 출계집단)로 불

리우는 반면에. 거기서 갈라져 나온 출계집단은 창셜된 순서를 암시하
면서， ‘지난 바라’ (차남계 출계집단). ‘산난 바라’ (삼남계 출계집단) 등
으로 불리운다.

‘문츄’ (지금부터 이 용어는 오키나와의 부계 친족집단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로 하자)를 창설한 집은 ‘우후 무우투’ 또
는 ‘무우투야’ (가문이 시작한 집)로 불리운다. 이 ‘문츄’ 에서 갈라져
나온 하위 출계집단의 종가는 모든 자손들 가족으로부터

‘나카 무우

투’ (중간 시작)로 불리운다. 그러나 종가와 지파의 가족간의 관계는

전혀 경제적인 유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종가는 조상숭배와 관
련한 의례가 거행될 때에 주도권을 행사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양변적 친척과는 달리， 부계의 친족집단은
주로 조상숭배의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다. 조상숭배를 위한 공동의
의례 활동 중 .시이미이’ 로 불리우는 연례적인 의례는 오키나와에서
널리 지켜지고 있다. 매년 이른 봄의 어느 날. 가족마다 조상의 묘소
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제를 올린다. 그들은 또한， 같은 계절에， 시조

나 또는 더 먼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연례적인 제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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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의 행사는 각기 다는 이름으로 불리워 지는 데， 전자를 ‘문
츄 우시이미이’， 그리고 후자를 ‘카미 우시이미이’ 라고 부른다 (Lebra

1966: 171-172 및 比嘉春漸 1959: 85-86 참조) . 이 런 행사에 추가해
서 ‘문츄’ 의 구성원들은 주기적으로 과거 그들의 조상들과 어떤 식으

로든지 관계를 맺고 있는 유적지들을 순례한다.
이것은 ‘문츄’ 에 따라서 매 3 년. 5 년. 7 년， 또는 13 년만에 거행된

다. 일반적으로 순례 장소는 신화적인 첫 정착지， 옛 성곽터，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옛 성벽들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문츄’ 의 각 파로

부터의 대표자들만이 순례에 나선다. ‘문츄’ 는 조상제사에 사용할 재
원을 충당할 공동재산을 갖고 있지 않기에 구성원 각 집은 성인들의
수에 기초해서 연례적인 할당금 및 임시 기부금을 낼 것이 요구된다.

이 재원은 재물을 구입하고 수리와 재건축을 포함하는 유적지의 유지
및 보수， 그리고 ‘문츄’ 의 다른 일반적인 행정비용에 사용된다 (Lebra

1966: 164- 165 및 關敬폼 1962: 33 참조) . 이와 관련해서 , 기혼의 부
인들은 남편의

‘문츄’ 가 아니라 친정의

‘문츄 에 할당금을 지불한다

는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것은 류큐 연구자들에 의해서 부인은
시집간 후에도 친정의

.문츄 에 성원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린이들

은 그들의 아버지의 ‘문츄’ 에 소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山路 1968: 22 및 小川徵 1965b: 119). 그러나 죽어서는
부인은 남편의

.문츄’ 에 속하는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

부계 친족집단의 영속성은 그 집단 구성원들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

의 대상이다. 장남은 가장권을 계승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분가해서
각자 자신의 가정을 창설할 것이 기대된다. 부계 친족집단의 종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상제사와 관련된 모든 집합적인 의례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례적인 리더쉽을 계승하게 된다. 혹시 가계
를 계승할 아들을 얻지 못하면

친족집단으로부터 한 소년을 입양할

것이 기대된다. 부계 친족집단의 종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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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나간 작은 집의 장남이 종가를 계숭하도록 입양되고， 그 작은 집

은 차남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때로는 아들이 없이 딸만 둔 가족이

.문츄

바깥으로부터 한 남자

를 데릴사위로 입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의 자녀
들은 어머니의 부모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머니의

‘문츄’ 에 멤버쉽

을 갖게되지만. (외조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그 자녀들의 멤버쉽은
아버지의 생가 ‘문츄’ 로 옮겨지게 된다(大胡

1965: 145-146). 이 두

개의 친족집단은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되고 있는 데， 어머니 쪽을
.타치이 문츄’로， 그리고아버지 쪽은 .시지 문츄’로부른다. 입양된

조상의 자손들은 ‘타치이 문츄’ 보다는 ‘시지 문츄’ 와 훨씬 더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山路 1968: 22-23).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의 규칙은 가계상속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었

다. 장남은 토지， 가옥 집터， 묘지， 조상의 위패 등을 포함하는 부모
재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상속받는다. 그 나머지 아들들은 부모의 토
지 중 아주 작은 몫만을 물려받고， 가정 바깥에서 수입원을 강구할 것
이며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大胡 1965: 137). 그러나 이런 규칙은 다른 아들들보다 장납이，
분가들보다 종가가 경제적으로 우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못
했다. 옛 류큐 왕국의 시대에는 명민들의 토지 공동소유 제도하에서，
개인의 경작지는 결코 상속할 수 없었다. 단 처녀지를 개간한 사람에

게는 개인 소유가 인정되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토지를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오키나와 ‘문츄’ (門中)의 형성
오키나와의 문화사를 돌이켜 보면， 철(鐵)이 전해지면서 사회구조

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쌀 농사에는 금속성 농기구의 사용이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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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철이 농기구보다는 무기를 제조하

는 데에 사용되었다. 일찍이 12 세기에 이미

‘안지’ (按司)라는 지방

영 주가 오키 나와에 등장하였다(빼原 1959a: 69). 그들은 쇼신 (尙률)
왕의 통치기간(1 477-1526) 에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고 .안지’ 의 무

장해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무기로 백성들을 통치하던 무사들에 불
과했다. 이런 총체적인 전환이 있기 한 세기 전에， 오키나와는 이미

중국의 황실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공식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로
서 유교 문화가 오키나와 사람들， 특히 상류계급 사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어닥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3 세기 중반에는 오키나와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그러나 인간관계라는 ‘현실적인 문제’ 에 관심을
가지는 유교와는 달리， 불교는 사후의 세계에 주로 관심을 가졌기에
그것이 오키나와 친족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아무런 증거를 우리는
찾지 못한다 (Keπ 1959: 22이. 유교적인 윤리의 도입은， 그것이 조상
숭배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준 것 같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문츄’ 에 관한 우리의 논의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고대의 오키나와 친족제도가 어떠했는지를 밝힐만한 충분한 자료

를 우리는 갖고있지 않다. 오키나와 친족제도가 모계제였을 것이라는
오래된 이론은 일본 학자들로부터 심하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때原

1959b: 151 참조) . 그러나 조상신에 대한 신앙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토착 관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대 친족
이 어떤 형태였든 간에 그것은 유교의 도입과 함께 조상숭배의 관념

은 강화되었다고 말해도 좋겠다. ‘안지’ 의 동장은 여성에 대한 남성

의 지배가 이미 11 세기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나카
하라(l 959b: 150-15 1)는 대부분의 고대 오키나와 신(神)이 여성계이
지만. 1532 년 처음으로 기록된 고대 오키나와 노래 및 의례를 모은

『오모로』가 단 한 사례의 남성 신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성 우위가 일련의 전환기의 맨
앞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아마도 남성 우위는 마지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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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장했던 것 같다.
16세기 이래로 류큐 왕실의 행정은 유교적인 원리에 강하게 기초하

였다. 대부분의 고급 관료들은 유교의 요세였던 쿠메촌(久米村)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중국의 수도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고급
행정요원의 충원은 대체로 유교 지식을 테스트하는 필기시험에 의거
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적인 윤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이는 고급
관료직에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지어 슈리의 왕실은

사람들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그들의 생활양식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를 강요하였다. 예컨데. 1732 년에 슈리 왕실에서 발표한 한 포고문에

는 부계 친족집단의 종가(宗家) 및 공동의 부계 자손들간에 유대와
협동적인 활동들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마음 속에 깊이 세기기를 강조
하고 있다(比嘉春懶 1959: 86-87).

오키나와 문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조상신에 대한 유교적인 신

앙과 효(孝)의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그립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리브라(Lebra 1968) 는 병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 상당한 부분이
.조상신에 대한 의례 활동을 소홀히 한 것’ 과 관련이 었는 것으로 믿
고 있다는 점을 관찰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병과 관련한 영적인 대리인으로 여성 조상이 남성 조상보다 두배 이
상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계 친족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여성 조상들이 어느 정도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남성 조상들은 엄격하게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위의 상황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다. 효도(孝道)는 뿌리를 깊이

내린 유교적 윤리의 또 다른 예이고， 오키나와 사람들의 사회화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리브라(Lebra 1968: 130) 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부모에 대한 은혜나 도덕적인 의무는 결코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관념이 주입된다. (아마도 중국으로부터 전해온 것 같은) “하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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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의 수는 셀 수 있지만， 부모에게 진 빚을 더 보탤 수는 없다 .. 는 말

이 있다. 그러므로 샤먼이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훌히 한 것을
인식하거나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죄의식을 다루는 것
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사랍의 복지는 죽은

사람의 자비에 달려있다 부모에 대한 의무는 자식의 사망으로 끝이 나
는 것이 아니고. 이 짐은 너무나도 크기에 심지어는 완전히 갚아지는 것

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유교적인 윤리는 오키나와 ‘문츄’의 형성에 기초를 제
공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행정 관료들은
슈리 왕실과 백성들을 연결지우면서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개
역을 해냈다. 도시 중심부의 대전통 (Great Traditions) 은 지방관리들을
맡고 있는 유학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러들어 갔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 슈리에 있는 무직의 상충 계급은
지방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짓도록 강제되었고， 거기서 그들은
집촌 형식의 전통적인 지역사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야아두이’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정착촌을 형성하였다. 이 두

가지의 취락형태간의 문화변동의 차이를 다룬 우시야마(牛島 1968)

의 연구는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그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야아두이’ 사랍들이 가까운 곳에， 그러나 전통 마을과
는 떨어져서 별도로 정착한 곳에서는， “전통 마을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났다." (1 32 쪽) ‘야아두이’ 사랍들은 주로 유교 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전통이 이미 폼에 베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있다.
전통적얀 오키나와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시죠쿠’ (士族)라고 불리

우는 귀족과 ‘헤이민’ (平民)이라고 불리우는 평민 둥 두 개의 범주로
크게 나누어졌다시죠쿠’ 는 왕실 가족， ‘안지’ (按司) , 기타 관료와

그들의 자손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반면， ’헤이민’ 은 도시에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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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귀족 가족에 딸려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농촌의 농민들이었
다.

‘시죠쿠’

사이에는 “연령 뿐만 아니라 관직의 등급과 세습적인

지위에 따라서 직위， 복식， 그리고 특권에 있어서 현저한 차등이 있
었다.. (Le bra

1968: 130).

그들은 비록 귀족의 수가 시대의 흐름에 따

라서 증가되면서 사회적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농사에 종사하도
록 허용되기는 했지만， 원래는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특권 계층이었
다.

‘야아두이’ 사랍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죠쿠’ 는 행정 중심인

슈리(首里)나 산업 및 상업의 중심인 나하(那觀)에 살면서， 왕실을
위해 일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사업에 종사하였다. 이 사람들은 납
세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가계계승과 재산 상속은 유교적인 원리에 따라서 부
계적인 면향을 강하게 보이게 되었을 것이고， 공동의 자손들은 그들

의 유명조상들의 명예나 번영을 공유하기 위해 뭉쳤을 것이다. 바꾸
어 말한다면， 출계집단의 구성원들은 각기 그들의 집단의 시조의 특
출한 평판을 공유하기 위해 단결했을 것이고， 다시 각 출계집단은

‘문츄’ 시조의 그늘 아래에서 뭉쳤을 것이다.
1689년에 슈리 조정은

.케이즈자’ (系圖座)라는 족보를 관리하는

부서를 설립하였다. ‘케이즈차’ 의 주요 업무는 전국의 ‘시죠꾸’ 가족
의 족보를 집대성하는 일이었다; 즉 “한 부는 ‘케이즈자’ 의 서고에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공인 인장을 찍어서 해당 가족에 넘겨주었다
(5와camaki

1963: 34).

이 후로는 ‘케이즈차’ 에 의해 공인된 족보를 가

진 사람은 출계집단을 가졌다는 의미를 지닌

‘케이모치. (系持'b)라

는 특수한 용어로 지칭되었다. 그리고 ‘케이즈자’ 에 등록된 각 ‘문
츄’ 는 .라꾸우지 문츄’ (騎&門中)의

름을 부여받게 되었다(比嘉春漸

‘라꾸’ (路)와 같은 ‘문츄. 의 이

1952: 195).

이 제도는 류큐 왕국이

일본의 한 봉건 영지로 편입되면서 계급제도가 폐지된 1872 년까지 남
아있었다.

‘케이즈자’ 의 설립을 통해서 왕실 행정당국은， 비록 그것

이 행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시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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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의 족보를 제도화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상류계급의 사례와는 달랐다. 즉 그들은 상
류계급과 통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상류층의 사람들이 모든 고급관

료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한 시조나
심지어는 신화적인 시조라면 몰라도 과거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조상
에로 계보를 추적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평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관직의 하나는 ‘호코민’ (奉公 A) 또는 ‘히싼닌’ (筆算 A) 으로
불리우는 지방 행정관리였다. 그들은 평민 출신이었지만시죠꾸’
계층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주요 공적인 조세로부터

면제받는 일정한 토지를 할당받기도 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농민들의 사회구조는 공동의 토지
소유제에 의거해서 성인들은 각자 꼭 같은 양의 경작지를 할당받아서
경제적인 요인들에 관한 한 대체로 평등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어떤
농민 가족은 부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件原

1959: 77-80

참조) .

지방 관리들에게 배당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민들에 의해서 소작되

었다. 처녀지를 새로 개간한，

‘시아케지’로 불리우는 토지는 경작자

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이 땅은 간혹 매매되기도 했다. 나카
하라(빼原

1959:

79-80) 에 의하면， 심지어 공동 토지소유제 하에서

도， 각 마을에는 상당한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둘의 부유한
가족이 있어서， 왕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기간에는 쌀을

기부하였고. 류큐 왕국의 말기에 직면했던 기근에 구제기금을 설립하

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가족들은 평민들의 마을에서는 지배충
이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킬만큼 부유했다. 그러
므로 왕실에 의해서 임명되는

히싼닌 과 같은 마을 행정관리는 간혹

부유한 가족으로부터 선발되었다(件原
주들의 등장이

1959: 77).

이런 점에서， 소지

.문츄’ 제도의 형성이나 출계집단들의 분화에 기여했

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두 가지의 변수 사
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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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평민 계급에 관한 한， 우리는 ‘문츄. 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몇가

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각 마을이 하나의
단위로 공동의 토지에 대한 조세를 바칠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는 사
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제도 자체의 전모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각 마을은 ‘쿠미 (組)라는 여러 개의 작은 주거집단으

로 나뉘어져 있었다. 장남을 제외하고는 아들들이 모두 부모의 집 근
처에 새로운 가구로 분가해 나간 부거제 (paσilocal) 주거규칙 때문에，
‘문츄’ 는 간혹 하나의

‘문츄 쿠미’ 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실

‘쿠미’

는 공동으로 납세의 책임을 지는 단위였다는 보고가 있다(比嘉春漸

1950: 65). 바꾸어 말하면， 어떤 가족이 생산물 중 일정 부분을 세금
으로 바치지 못했을 때， 그 가족이 속하고 있는 ‘문츄 쿠미’ 가 1 차적
으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했었다.
여기에 추가해서， 서로 다른 ’문츄’에 속하는 두 가족간에 발생하
는 모든 사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당국은 우선 법정 바깥에서 해결하
기 위해 해당 .문츄’ 에 사건을 넘기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사회적
질서물란， 일탈행위 및 가정불화의 모든 경우에

.문츄. 가 일단 그 사

건들을 다루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사건들이 사법적인 절차를 따라
다루어지게 된다(比嘉春懶

1959: 87). 이와 같이 당국은 간혹 ‘문츄.

가 그 구성원들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맡겨놓았다. 우리는
이것이 당국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권장된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밝힐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츄’ 조직
이 당국에 의하여 행정적인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다른 한편， 이런 일은

문츄 의 구성원들간에 유대감

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키나와 본도에서 가까운 섬인 아구니(행뻐i) 에서， 야마지(山路

1968: 23) 는 대부분의 ‘문츄’ 가 비록 족보적인 관계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들의 조상이 슈리에서 온 귀족이었다고 믿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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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셜에 의하면， 옛날 슈리의 귀족이 시찰이나 귀

양으로 그 섬에 와서 지방 여성과 혼인하여， 거기서 출생한 아들들이
아구니

‘문츄’ 의 시조들이 되었다고 한다. 커 (Keπ

1959:

118) 는 오키

나와의 남쪽에 위치한 사키시마 (Saki-s바na) 섬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

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수도로부터 내려보낸 관리들은 3 년간의 순환근무를 하게 되었는 데， 그
들은 거기서 그 지역의 여성과 흔인하여 지방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이 슈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가족들을 오키나와로 데려가는 것이 금
지되었다. 때로는 예외가 있었다. 어떤 관리가 슈리에 가계를 이을 아들
이 없었다면， 한 명의 아들만은 데려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사키
시마 가족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두 그 섬에 남겨두었어야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 중심인 슈리로 향하고 있는 지방 ‘문츄’ 의 중
앙 지향성의 한 분명한 그림을 읽을 수가 있다. 다시， 아구니에서는

대부분의 ‘문츄’ 가 슈리에 그들의 종가를 두고 있고， 각 ‘문츄’ 의 대
표자들이 매 3 년 또는 5 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들의 종가의 조상을 모

신 제실과 묘소를 참배한다고 한다. 음력 9월 15 일에는 ‘문츄’ 의 모
든 구성원들이 해변가에 있는 한 성지에 모여 슈리의 종가를 향해
‘구우쉬’ (guushi) 라고 불리우는 조상제사를 거행한다(山路

1968: 24)

는 점은 슈리 종가에 대한 지방 ‘문츄’ 의 지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카비라 마을에서 스미스 (A.II.

라 방언으로 mu짜: )이

Srrrith 1960:

157) 는 부계써족(카비

.야아 라는 여러 개의 하위씨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카비라에 있는 귀족 계급의

‘야아’ 는 시조의

출신 성격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행정 관리로 그
마을에 배치되어 온 원래의 이주민 시조의 부계자손들이고， 다른 하

나는 “특출한 공적을 세운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왕실에 의해 높

은 선분으로 추서된 바 있는

유명 조상의 부계 자손들이다 이 두 가

지 모두 그들은 특권계층이었고， 마을 생활의 영역에서 높은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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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같은 조상의 공동 자손들은 모두 조상의 위대한 평판 밑
에 뭉쳤다. 스미스 (Smith

1960:

150) 가 기술하였듯이 , 카비라의 사례

는 ‘문츄’ 시조들의 명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기초해서 우리는 오키나와의 ‘문츄’ 제도는
행정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야아두이’

정착지와 같은 ‘시죠꾸’ (士

族) 계급의 지역적인 분산과 함께 형성된 것이라는 가설을 감히 제시
하고자 한다.

‘시죠꾸’ 가 수도 슈리로 집중되면서 그들은 상당한 시

간과 에너지를 유교의 고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로 돌릴 수

있었다. 무사 출신의 지방 영주들이 왕실에서 임명한 유학 지식을 갖
춘 지방관리들로 대체되면서

주로 유교 문화를 주축으로 형성된 대

전통 (Great Traditions) 은 계속적으로 지방의 일반 백성들에게로 걸러

져 내려갔다. 이와 같이 지방 관리들 뿐만 아니라 ‘야아두이’ 사람들
도 대전통과 소전통을 연결시키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대리자
(changing 뺨nts) 로서의 기능을 하게되었다. 조상숭배의 관습은 결과

적으로 오키나와 문화의 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공
동의 자손들간에 조상제사를 위한 집합적인 활동의 빈도가 증가된 것

은 집단의 단합을 굳히고 출계집단의 내적인 응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문츄’ 는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단위

가 되었다. 다시 이 ‘문츄’ 조직은 정치적 및 행정적인 목적으로 효과
적으로 이용되었다. 많은 지방 ‘문츄’ 가 슈리 (首里)와 나하(那觀)를

포함하는 정치적， 문화적인 중심도시로의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은 지방 ‘문츄’ 의 전개과정에 대전통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를잘보여주고있다.

‘문츄’ 라는 용어의 지리적인 분포는 오키나와에서의 사회정치 체
계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부계의 출계집단을 지
칭하는 용어들의 지리적 분포에 나타나는 홍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오키나와 및 그 남쪽 외곽에 있는 미야꼬(宮古)와 야에야마(八重山)
를 포함하는 섬들에서

‘문츄 라는 용어가 관찰되었지만， 아마미(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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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도에서는 그런 용어가 전혀 관찰되지 않은 대신에

‘히키’ 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1609년에 사

츠마(魔摩)의 침략으로 일본에 합병되기까지 슈리 조정이 직접 통치

했던 지역들과 ‘문츄’ 라는 용어의 분포 지역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부계의 출계집단을 지칭하는 류큐의 친족명칭에 관한 연구에서 오
가와(小川 1965a: 9) 는 사츠마(塵摩)의 침략이 있은 후에 오키나와
및 그 남쪽 섬들에서

‘문츄’ 라는 용어가 등장했지만，

‘히키’ 와 ‘하

라’ 라는 명청은 그 이전에 이미 류큐 군도(群島) 전역에 존재했었다
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 가셜은 더 심충적인 연구를 요하는 것이

기는 하지만， 두 가지의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만 하
다: (1) 지금까지 아마미(港美) 섬들으로부터는 ‘문츄’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보고가 없었고， (2) 아마미 섬들이 슈리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사츠마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들어간 것은 사츠마의 침략 이
후였다는점이다.

‘문츄’ 라는 용어의 어원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문’ (門)과 ‘가운데’ (中)를 의미하는 한문 두 글자로 이루어
져 있다. 리브라 (Lebra 1966: 214) 는 이 용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은 ‘멍’ (1.ηung; 門)과 ’쥬’ (tchu; 宗)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사랍들은 혼히 말하고 있다. 일본어와 중국어에는 분명히
이런 말이 없다. 이에 가장 가까운 말은 한국어의

‘문중’ (門中)일 것

같다" 한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각기 발음은 다르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모두 문자 언어에 한자를 포함시

키고 있다. 한국의 부계 친족집단은 .문중’ 이라고 불리운다. 더 정확

하게 말한다면， 문중은 외혼의 단위인 부계 씨족집단 (patri-sib) 을 구
성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조상의 부계 자손들로 이루어진 한 세트
의 출계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계 씨족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같은 성씨(姓民)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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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고， 같은 세대의 성원들은 각기， 일반적으로 개인명을 구성
하고 있는 두 글자 중， 하나를 동일한 항렬자로 사용하고 있다. 누구
든지 성씨는 결코 바꿀 수가 없기에， 여성은 혼인한 후에도 친정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각 성씨는， ‘안동 김씨’ 와 같이， 시

조의 출신 지역을 표시하는 본관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계 씨
족집단은 같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성씨집단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문중’ 이 특출하거나 유명한 조상， 또는 더 작은 빈도로 나

타나기는 하지만， 정착 시조를 공동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자손들
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하층 계급간에는 ‘문중’ 제도가 별로 발달
되지 않았다. 오키나와의 경우와 같이， 조선시대(l 392~19 1O)에는 유

교적인 규범이 민정 업무와 민간의 일상생활에서 지배적이었다. 조상
의 특출한 공로나 높은 평판은 정교한 조상숭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손들로 하여금 잘 단합하게끔 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
중은 그 자체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바， 거기에 기록되어있는 그들의
조상들이 차지했었던 벼슬의 질과 양은 자손들의 중심적인 관심사 중

하나였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모든 행정관료들은 무
사들이 아니라， 오키나와에서와 같이， 주로 유교 고전에 기초한 경쟁

적인 과거시험을 통해서 충원된 학자들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옛 류큐 왕국과 한국의 조선 왕조의 사회정치 제도
가 어느 정도 평행적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전개되었던 점을 발견

하게 된다. 이 두 나라가 모두 중국 문화에서 유교 전통을 배웠는 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부계 친족제도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마을
외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의 규칙과 함께， 한국의 문중은， 오키나와
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뚜렷한 사회집단의 단위로 뿌리를
내렸다. 한국의 전통 시대에서， 혼인은 한 문중과 다른 문중간의 일

이었다. 아버지 쪽의 친족원과 어머니 쪽의 친족원은 중복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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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었고. 양쪽의 친족원들은 드물기는 하지만 인척들이 이사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닌 한， 같은 마을 출신인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비록 ‘문중’ 이라는 용어가
두 한자로 표기되지만， 그것은 중국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다. 중국에
서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문츄 (門中)라는 용어가 오키나

와에서 사용되기 훨씬 전에 한국에서는 이미

‘문중’ (門中)이라는 용

어가사용되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본 연구자는 감히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
기하고자 한다: 오키나와의

.문츄’ 라는 용어는 한국의

‘문중’ 으로부

터 용어를 빌려와서， 일본식의 발음으로 사용해온 것 같다. 1609년
사츠마의 침략 시점으로부터 오키나와는 사츠마의 명령에 따라서 강

제적인 일본화 정책을 경험했다. 지배층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발
되어， 사츠마가 주선하는 데로， 큐슈 남부의 가고시마(麗兒島)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중국 베이징에서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 상류
층의 젊은이들에게 열려있는 관료직에 접근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길이
었다 (Keπ

1959: 226).

한국과 일본의 친족명칭 , 특히 친족지칭들 (terms of reference) 을 살

펴보면， 중국에서 친족지칭들을 빌려와서 각기 자국의 발음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오키나와
‘문츄’ 의 어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 오키나와에서는

‘시죠쿠’ (士族) 출신의 부계 친족집단은 간혹，

‘라꾸-우지-문츄’ 와 같이

1966:

‘문츄’ 에 추가해

‘우지-문츄’ 로 불리운다. 리브라 (Lebra

214) 에 따르면 “‘우지’ 라는 말은 ‘씨족’ 을 의미하는 일본어의

‘우지’ (uji; 民)와 어원이 같은 것 같다 .. 한국에서도 우리는 이와 유

사한 사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데， 오키나와의

‘라꾸-우지-문

츄’ 는 한국어로는 .락-씨-문중’ 으로 읽혀질 것인 바， 그 중 ‘락’ 은
모든 문중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씨이고， ‘씨’ 는 그런 성
씨를 가진 사랍들의 무리를 가리키고 있다. 예컨데 이 용어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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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용법은

‘하동-정씨-문중’

김해-김씨-문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거기서 .하동’ 과 ‘김해’ 는 각 문중의 본관을 가리키고， ‘정’
과 ‘김. 은 문중의 성씨이다. 차용된 용어의 또 다른 예가 어머니 쪽의
친척을 가리키는 ’괴세끼’ (gwëseki) 이다. 오키나와에서는 어머니의 친

정의 부계 친족집단을 ‘괴세끼-문츄’ 라고 부른다. 한자로는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척’ (外威)과 글자가 같다. 이렇게 보면， 한국과 오

키나와 양쪽에서 모두 어머니 쪽의 친족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외척’
(外城)이라는 한자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괴세끼’
는 한국어 ‘외척. 의 일본어식 발음으로 본다.

1969년에 해설과 함께 번역되어 출간된 『레끼다이-호안J (歷代寶
案)의 영역판은 15세기에는 17세기 기간에 오키나와왕국과 한국의
조선왕조간에 있었던 문화적인 접촉에 관한 분명한 기록을 제공해주
고 있다. 이 『레끼다이-호안』은， 한국사의 『조선 왕조실록』에 필적할
정도로， 류큐 왕국이 1424-1876년에 걸친 500여년간에 한국， 중국，
사이암， 자바， 팔렘방， 말라카， 수마트라， 순다(서남 자바) , 그리고

파타니(말레이 반도의 동부해안)와 가진 국제관계를 집대성한 것으
로 250권에 담아놓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5때때laki

1963: 40).

우리는

여기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겠지만 (Kobata & Matsuda

1969

참조) , 그 대신 우리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자료와 함께 이 기록의 일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592 년에 시작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昆秀吉)의 조선침략 기간
에， 사츠마의 강력한 영주 시마즈(島律)의 병력은 약 80명의 남녀 장

인(Iff A) 들을 일본의 사츠마로 데려갔다. 류큐의 왕자로 후에 왕위에
올랐던 쇼호 (5hoHOj 재위 1621-1640) 의 요청으로 시마즈는 1617년

에 새로운 도자기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 명의 한국 도공을 사츠
마로부터 오키나와로 파견하였다. 커 (Keπ1959: 22 1)에 따르면，

약속한 기간이 되어 세명의 도공 중 두명은 사츠마로 돌아왔지만.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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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나하(那觀) 근처의 쪼보야에 영구 정착하여 오키나와 왕의 신하
가 되기를 자청하였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의 기술을 배우는 데에 재
능을 보였다. 곧 쓰보야의 도자기는 지역 경제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공예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마우쉬 (Maushi) 라는

이름을 가진 오키나와 여성과 혼인한 한국인 장홍공으로 확인되었다.
도자기 기술을 소개하는 데에 세운 그의 탁월한 공로로， 쇼케이 (Sho

Keij 1713-175 1)왕은 그에게 사후에 특별 봉토(封土)를 하사했고， 그
후 그의 자손들은 쇼보쿠 (Sho

Ã]:'

에 족보가 실리게 되어，

(최재석

1969: 16).

Boku;

1752-1794) 왕에 의해서 , ‘케이즈

‘시죠꾸’ (士族)의 신분에 오르게 되었다

현재 시조 장홍공으로부터 13 대를 ‘이어내려온

그의 자손들은 나하 근처에 살면서

‘조-우지-문츄’ (張&門中)을 이

루고 있는 데， 여기에는 한 개의 종손파와 다섯개의 분파가 있다고
한다. 오키나와의

‘문츄’ 제도가 슈리와 나하 지역의 시죠쿠 계충간에

고도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오키나와 사람들，
특히 시죠쿠 계층간에는 오키나와에 살고있는 한국계 후손들의
중’ 으로부터

‘문

.문츄’ 라는 용어를 배웠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하겠

다. ‘문중’ 이라는 한국 용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죠
우지-문츄’ (張&門中)의

죠. (張)와 같이， 시조의 한국 성씨인

‘장’

(張)씨가 일본식 발음과 함께 ‘문츄’ 의 명칭이 된 것과 꼭 같은 맥락
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죠-우지-문츄’ 에 추가해서，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상당히 많은 한국인 이민이 슈리의 교외에 한인촌을 형

성하였고， 거기서 그들은 류큐 왕실의 보호를 받았다고 한다(최재석

1969: 69-70

참조) . 그들은 또한 토마리 (Tomari) 와 나하 근처에도 한

인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Keπ

195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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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오키나와의

‘문츄’

제도에 주목하면서， 친족제

도， 특히 부계 출계제도를 탐구하려고 하였다문츄’ 제도의 형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오키나와 문화사의 지평에서 조망

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이 연구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기본적
인 가정을 전제로 삼았다: 하나의 사회문화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

조적인 요소들 중 몇몇은 장기간에 걸친 문화접변 과정에서 다른 문
화들로부터 차용될 수 있지만. 대규모의 이민이 아닌 한， 오키나와
‘문츄’ 와 같은， 하나의

‘문화복합’

(a culture complex)

전 체 가 한 문화

에서 다른 문화로 이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츄’ 와 같은 친족제도는 사회조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조상숭
배， 재산 및 가계상속， 정치과정

물질적인 기반， 기술{특히 농업기

술)의 발전 등과 같은 문화의 다양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
나의

’문화복합’ 이다. 혹시 그것이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전파되었

다고 하드라도， 지역 문화의 배경이 이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호스트
문화인 오키나와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

다. 물론 옛 류큐 왕국도 이웃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동의 바깥 사회
와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서. 문화전파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키나와의 ‘문츄’ 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 ‘문화 전파’ 보다는 오키나와 사회의 내부적인 사회정치적 역동성

(socic• political dynamics) 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논문이 시도한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연구자는 오키나와의 ‘문츄’ 가 문화전파의 결
과라기보다는 내적인 역동성의 결과로 형성된 자생적인 것으로 이해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싶다. 즉 ‘문츄’ 는 전파보다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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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론적인 관점에서 오키나와의 사회정치과정에 동장한 한 문화요소

로이해하고자한다.
오키나와 문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
지만， 우리는 오키나와에 대한 중국 문화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점을
전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문츄’ 에 관한 한， 오

키나와 사람들은 중국이나 중국 문화로부터 배운 것은 크게는 유교문

화의 전통이었지， 친족제도나 출계제도 그 자체는 아니었다. 더욱이
‘문츄’ 제도는 ”중국의 친족 집단들로부터 모방한 것 ..
47) 이나 “불과 몇 세기 안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Haring 1964:
것 .. (Suttles 1964:

60) 도 아니고， “한국으로부터의 문화 전파의 결과.. (최재석 1969) 도

아니라고 본 연구자는 감히 결론짓고자 한다. 오키나와의

‘문츄’ 제

도는 옛 류큐 왕국 시대에 대내적인 사회정치체제의 전개과정에 따라
서 등장하게된， 그 자체의 역동성을 가진，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도

로 간주될 수 있겠다. 유교식의 조상숭배가 ‘문츄’ 제도의 발전을 위
한 일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우
리는 오키나와의

‘문츄 가 현재 제사집단의 형태로 남아있지만 그것

은 원래의 형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
적， 심지어는 사법척인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도였다.

‘문츄’ 라는 용어의 어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것이 한국의 용어
‘문중’ 으로부터 용어를 차용하여 , 일본어식 발음과 함께 사용한 것으
로 파악하고자 한다. 양국의 부계 출계제도를 더 심충적으로 비교연
구 한다면 오키나와

’문츄’

제도의 이해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것

이다.

오키나와의 친족， 특히

‘문츄’ 제도에 관해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지만， 마을의 경계를 넘어 친족관계가 확대된 현상을 다룬 것이

아주 드물다. 대부분의 연구가 부계 씨족 전체의 큰 단위로부터 한
세트의 공동 자손들을 고립시켜서 마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마을의
경계를 넘어서는 친족집단간의 관계에 관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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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오키나와 친족제도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다.

(후기 : 이 논문은 원래의 원고가 작성된지 30년만에 햇볕을 보게되
었다는 점을 여기에 꼭 지적해두고 싶다. 연구자가 미국 Rice

University에서 수학하든 중(인류학과 박사과정) , 한 세미나에서 발표
하기 위 해 작성 했던 논문

l

'A Study of Olånawan Kinship System" (1970

‘

년 9월)이 이 논문의 원본이다. 연구자는 당시 오키나와 친족제도에
매혹되어 장차 이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고자 장차 오키나와로 가서

현지조사를 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예비적인 문헌조사의 결과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사정이 여의치 봇하여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언젠가 오키나와 현지조사를 할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심층적

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하려던 것이 결국 30년을 묶히고 말
았다. 다행히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제 9회 학술 심포지엄 〔류큐
문화의 이해 )(2아)().3 .20: 서울대 문화관 국제회의실)가 이 논분을 세

상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연구자는 “오키나와 문츄
(門中)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시론”이라는 제목으로 본 논
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오키나와의 ‘문츄’ 제도가 문화전파의 결과라
기보다는 문화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할 주제라는 점을 제

안하였다. 마침 이 회의에 참석했던 짧球大學의 i事波高志교수는 본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셜득력이 있다는
코멘트를 해주기에 이렇게 인쇄된 논문으로 발표할 생각을 하게 되었
다. 본 논문은， 번역상의 극히 사소한 몇 가지 점에만 수정이 있었을
뿐， 30년 전에 작성된 영어 원고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기에 참고문헌
에는 지난 30년간에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단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본 연구자의 의도 때
문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i事波교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논문의 탄생과 관련해서 꼭 기록에 남기고 싶은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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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실 연구자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연구자의 은사

이신 최재석 선생님(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사회학)의 오키나와 친족
연구를 접한 데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자의 결론은 오키나와 ‘문

츄’ 를 한국의 ‘문중’ 제도가 조선시대에 전파된 것이라는 최재석 선생
님의 결론을 부인하고， 오키나와의 사회문화과정에서 형성된 독자적

인 문화진화의 결과로 파악하였지만， 은사님의 연구는 오키나와 문화

의 이해 증진을 위한 터를 닦아주셨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빌려서 특
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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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 of Okinawan Kinship System
Mun-Woong Lee

This study is an inquiry into the development of Okinawan social
or맹피zation，

focusing on 버e kinship system, in order to interpret a peculiar

feature of Okinawan kinship , that is , the coexistence of the paσilineal
descent groups and bilateral kindred each of which dominates quite
different realms of Okinawan culture.

our special attention was called to

the search for the factors which have played important roles toward the
formation of 남le

mμηιhu 원stem，

or panilineal descent reckoning. In doing

so, we had to see 0매nawan kinship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sociopolitical system which seems to throw some light on 바e reason why the
present form of 힘nship 원stem has come into existence.
The data from which this study draws were limited to the published
works done by the students of 0성nawan culture, largely in Japanese and a
few in English, since the present writer has no e짜:lerience in Okinawa at 매1.
However this acquaintance with Korean kinship system will hopefully
버row some

light on the understanding of the 0힘nawan kinship 원stem.

Discussing

냄le

formation of the

mμηchμ 원stem，

we have attempted to

cast it in the 때tofO때aw:때 αùture history. Throughout 뻐s study there

is the assumption that certain struαural elements could be borrowed 삼om
other cultures in a long-enduring acculturation process, but a sociO-Cl괴tural
system as a whole , i.e. , Okinawan munchu system , could never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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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lanted from one culture to another unless there is a massive
띠
m
rug
맏
ra
때
Uon.

We may fully accept the notion that the Chinese cultural influences on
Okinawa had been considerable, as the majority of 버e students of the
Okinawan culture recognize. However, as far as the Okinawan mμη'chμ
system is concerned , we wish to conclude that what the Okinawans had
leamed from China or Chinese αllture was to a large extent Confucian
traditions but not the 양stem itself. The Okinawan mμηchu system could be
considered a unique system with its own dynamics , being brought into
existence along th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socio-political 양stem wi버m
the country during the old Ryukyu Kin gdo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nfucian-oriented ancestor worship provided a

50rt

of basic 상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the m찌1chu 양stem. F따버er we find that the alleged
present form of 냐le Okinawan munchμ as ceremonial groups was not the
on밍nal form: it had far more 버ings to do 띠th political, economic, and

even judi디al matters.
Sp얹king of the etymology of the term muηchu， we sugg엉t that it was a
않
s
e
an떠
d use
려
dwithaJa
때
pa
때
ne
앓
borrowed term from the Korean tenn munchung 때

501
아
m
뼈
I

countne
않s would 뼈
throw new light on the understanding of the Okinawan
munchμ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