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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문츄화(門中化) 현상 

조수미* 

오키나와 친척 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계혈통집단인 문 

츄(門中)는 그 발생시키와 지역절 · 사회적 맥락에 따라. 17세기 후반에 발달 

한 사족문츄(士族門中)와 19세기 말 01후에 발달한 백성문츄(百姓門中)로 대 

멸된다. 이 글에서는 백섬문츄의 발달을 의 미하는 !문츄화(門中化) 현상’ 파 사 

족문츄와의 관련， 문츄화 현상의 사호1적 합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오키나와 사회에 부계혈통관덤01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7세기 후반 시 

족문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류큐왕국(짧행王園)은 17세기 초 사츠마번 

(훌摩훌)으| 침입이 야기한 사회경저l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하냐의 밤편으로 

신분제도를 강화하였으며， 그 수단으로 부계혈통 윈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였 

다 。( 시기 도시지역의 사족들 사01에서 발달한 사족문츄는 철저히 부계혈통 

원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혈통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백성문츄는 19세기 말 류큐왕국이 오키나와현(패純縣)으로 일본에 펀 

입된 이후 발달하였다 문츄가 신분 증멸의 기능을 앓어버린 시기머 문츄의 부 

계혈통 원리와 일련의 관행들이 농촌파 주변도서지역에 전파된 것이다. 이러 

한 변화는 이전까지 딜러 행해지던 서양자(婚훌子)나 타겨l양자(他系훌子)를 

금지하고 조상의 계보를 추급하며 문츄를 묘덜거냐， ‘시 ^1 타다시(縣正L)’를 

통하여 조상들의 위패룰 부계혈통에 띠 라 재정리하는 등으( 판행을 통해 나타 

났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동기는 사족의 판습에 대한 모밤이다 

도시와의 윌래가 자유로워지고 신분저|가 폐지되면서 중심부의 관습이 정통적 

인 것으로 인식도매 그에 대한 적극적믿 모망이 일어나게 된 것O다 그러나 

한펀으로 백성문츄의 발달은 급격한 사회변화가 가져온 촌락공동체의 해체와 

*예일대학교 동남아시아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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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의 유대감 약화가 가져온 결파로 이해힐 수 있다 과거 오랫동안 고립적 

인 사회단위였던 촌락 내에서 개인의 아이덴티E.I는 o ~(家)의 귀속에 의해서， 
야의 아이덴티티는 촌락 내의 다른 야들파으| 관계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징되 

었다 혈연에 의한 연속성은 인지되기는 하였으나 다소 모호하고 공계적 

(cognatic)인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동을 통하며 다수의 촌락 

공동처가 해체되고 공동처j원리가 저하되자 더욱 명혹하고 영속적이며 촌락을 

넘어서는 완전한 아이덴티티의 근거로 사람들이 부계혈통을 추구하게 된 것으 

로해석할수있을것O다 

핵심어 백성문츄， 부계혈통의 강화， 시지타다시， 사회변동， 촌락 공동체， 

친척 유대감， 아이덴티티 

1, 들어가며 

부계혈통(patriline떼 descent)의 원리를 따르는 친척1)집단인 문츄(門 

中)는 오키나와 주민의 생활과 실천 속에서 빈번하게 관찰된다. 문츄 

는 혈통 관념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일본 본토의 사례와 좋은 

대비를 이루며， 한국(혹은 조선)과 중국의 친척집단과 형태적인 유사 

성을 띤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친척 체계의 대표적인 특정으로 연구자 

들의 관섬을 모아 왔다(中根 1973: 比嘉 1983 , 1991: 최재석 1969: 

1) 이 글은 비교문화연구소 심포지엄 ‘·친척과 혈통의 통문화론”에 발표된 발표 

문을 다듬은 것이다 이 심포지엄과 그 준비단계 모임에서 "kinship" 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번역어 “친족(親族)"에 대한 대안으로 “친척”이라는 용어가 

제안되었다 “친족“이라는 역어는 “kinship" 이라는 원래 용어가 포함하고 있 

지 않은 “집단”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혈친” 

(consanguinity )과 ”인척" (affìnity)올 포괄하는 개념으로 친척이라는 역어가 

제시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심포지엄의 취지를 존중하여 성nship의 역어를 

친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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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문용 2(00) . 

그러냐 푼휴의 존재가 오키나와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일컬어 

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휴가 오커나와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부계혈통원리가 지켜지는 정도도 지역에 따라 편 

차가 있다. 또한 문츄의 일반척인 관행으로 알려졌던 가보(家諸) . 문 

츄묘(門中養) , 조상제사 시미(淸明察) 역시 지역에 따라 형성 시기 

와 중요도가 다르다. 따라서 문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이후， 학자 

들은 형성 시기와 발생지역 · 수용집단 · 형성 동기 둥에 따라 17~19 

세기 사이에 사족집단 사이에서 형성된 문츄와 현재 오키나와 사회에 

서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사족문츄 

(士族門中)’/‘백성문츄(百姓門中)’ 라고 부르고 있다(小Jf l 1971). 사 

족문츄는 17세기 후반 이후 나하(那觀) , 슈리(首里)의 도시지역을 근 

거지로 하는 류큐왕국(瑞球王國: 1429~ 1879)의 사족(士族) 사이에 

서 형성된 것으로 전형적인 부계혈통집단의 성격을 띠는데 비해， 농 

촌이나 본도 주변 도서지역에서 발달한 백성문츄는 주로 메이지(明 

治: 1868~ 1912) 이후에 형성된 것이며， 그 형성원리나 관행에 있어 

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자가 근세 류큐왕국의 신분제 강화의 맥락 

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후자는 메이지 이후 농촌의 토착적인 혈통관 

념이 사족문츄의 영향을 받아 변형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 

다. 이렇게 근대 이후 슈리 · 나하 주변 지역에 문츄가 확산되고， 기 

존의 친척집단 내에서 부계혈통의 원리가 강화되는 현상을 ‘문츄화 

(門中化) 현상’ 이 라고 일걷는다. 

본고에서는 메이지 이후 오키나와 지역에 동장하여 현재의 관행으 

로 자리잡고 있는 문츄， 즉 백성문츄2)와 그 형성과정인 문츄화 현상 

2) 백성문츄는 이나카(田舍: 지방， 사골)문츄라고도 하는데， 신분제가 폐지되어 

사족/백성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전지역에 걸쳐 산업화와 도시이주가 진 

행되어 가는 근현대 오키나와 사회를 배경으로 동장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변 두 명칭 모두 적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편의상 여기서는 ‘사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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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올 맞추었다. 오키나와 본도3)의 농촌과 주변도서지역에서의 

문츄의 발달은 주로 메이지 중기 이후(19세기 말)부터 쇼와 중기 (20 

세기 중반)에 집중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문츄의 대략적인 구조를 

살피고， 그것의 모델이 된 사족문츄의 형성에 대해 짧게 언급한 다읍 

문츄화 현상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른 문 

화척 요소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친척조직 역시 이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깊이 관련올 맺고 있으며， 따라서 친척조직의 변화는 

그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문츄의 구조와그모렐의 형성 

현재 오키나와 사회에서 발견되는 문츄는 지역에 따라 혈통의 적용 

에 있어서의 유연성， 명칭이나 관행， 형성 시기 퉁이 다르다. 문츄화 

현상， 즉 문츄의 지방확산이라는 현상도 일차적으로는 오키나와 본도 

지역에 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통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실천되는 정도 

대비되는 의미에서 ‘백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오가와(小川 197 1)의 용법 

올 벌어 백성문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오키나와(류큐) 문화권. 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은 일본 큐슈 지역과 대만 사 

이의 1300km의 해역에 부채꼴로 분포하고 있는 150여 개의 섬들(40여 개의 

유인도를 포함)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크게 아마미(港美) . 오키나와 본도 

(本島) . 미야코(宮古) . 야에야마(八重山)의 네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지 

역들은 각각 100~200km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서 해상 · 항공 교통이 발달 

하기 전에는 지역간의 왕래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 지역들 사이에 상 

당한 정도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혈통원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역차가 

있으며， 문츄의 경우에도 본도 이외의 지역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서는 본도 지역으로 이야기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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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있올지라도 모든 문츄는 부계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내며， 

그 지향하는 궁극적인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츄의 구조 

문츄의 일차적인 단위가 되는 것은 야(家)이다. 공동의 거주， 생계， 

가족， 재산의 단위가 되는 야는 2대 혹은 3대까지의 부계 직계가족4) 

으로 이루어진다. 야는 야닌쥬(가족)의 범위와 외연적으로 일치하지 

만 가족성원의 일부 혹은 전원의 사망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과 차이를 보인다. 

야의 상속원리는 시지(節: 줄기)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기 

본적으로 부계혈통을 의미한다. 이것은 창치우시쿠미(長男뼈 L 

.7,..) 5)의 금기， 이나구관스6)의 금기， 타치마지이리(他系混入) 7)의 금 

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야는 장남에게 상속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차자 이하는 새로운 야시키(屋數: 가옥을 포함한 집터)를 

구하여 분가한다. 딸은 혼인하면 남편의 야에 소속된다. 만약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딸이나 무코요시(뼈養子: 데릴사위)에게 

야를 잇게 하는 대신 같은 문츄의 성원8) 중에서 양자를 들여 대를 잇 

게 한다. 원칙적으로 야에는 한 세대에 한 부부만이 거주할 수 있으 

며， 동세대의 부부가 둘 이상 같은 야에 사는 것은 금기시된다. 이것 

은 생전의 분가관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후에 형제의 위패를 

같은 야에서 모시는 것을 꺼리는 효데 카사바이(兄弟重合)의 금기를 

통해서도볼수있다. 

4) 장남 부부와 미혼의 형제， 자녀가 이에 해당된다. 

5) 장자를 두고 차자 이하에게 야를 계숭하게 하는 것이다. 

6) 여성이 야의 시조가 되거나 야를 계승하는 것이다 

7) 해당 부계혈통에 속하지 않는 자가 야를 계숭하는 것이다. 

8) 가능한 가까운 친척집안의 아들， 특히 ‘차남의 차남’ 을 장남의 양자로 들이 

는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 볼 때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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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상속에서 재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선조의 위패에 대한 제사의 권리와 의무， 야시키， 얀나 

(家名: 야의 명칭) 등의 상징적인 요소이다. 얀나 혹은 야고(屋號)라 

고 불리는 야의 명칭은 야의 아이벤티티와 영속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야의 상속에서 재산보다 상징적인 요소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메이지 직전까지의 류큐왕국의 생활조건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족의 경우 영지롤 소유하였으나 직접적인 

지배와 수취가 가능하지 않았고 국가의 봉록올 받아 생활하였는데， 

이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평민에게는 재산의 사유가 금 

지되었고， 토지의 경작권은 지와리제도(地뽑I制度)를 통해 정기적으 

로 재분배되었다. 메이지 이후에 토지와 재산의 사유가 가능해졌다고 

해도， 농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농민의 경우 상속으로 물려줄 

만큼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야의 상속에서 재산의 

상속이 상대적으로 멀 중요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야와카리(家分꺼라고 불리는 분가는 사실상 새로운 야의 창시를 

의미하므로 새로운 야를 인정하는 종교적 · 의례적 절차를 수반한다. 

이때 새로운 얀나를 만들어 붙인다. 새로운 얀나를 지을 때에는 무투 

야(本家)의 얀나를 어근으로 하여 과(小)'， ‘아가리(東)’ , ‘이리 

(西)’ , ‘우이 (上)’ , ‘시 차(下 )’ , ‘메 (前)’ , ‘쿠시 (後)’ 동의 접 두사 

혹은 접미사를 붙여 무투야와의 관계를 표시한다(松園 1970) 9) 

이러한 장남 상속과 분가 관행올 통해 이루어진 야의 집단올 문츄 

라고 부른다. 시조의 직계 줄기는 무투야(宗家) 혹은 우후무투(大宗) 

라고 불리며 문츄의 중심이 된다. 분가가 계속 이루어져 문츄 내에 

하라， 즉 새로운 분파가 형성되는 경우 각 분파의 시조가 되는 가계 

는 나카무투(件宗)라고 불린다. 

9) 본가의 얀나가 ‘히 가(比嘉)’ 인 경 우， ‘히 가과(比嘉小)’ 라는 얀나가 붙는 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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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나하의 한 비사족계 문츄의 사례 

야의 상속자만올 표시. (比嘉 1983 , 부분발훼) 

문츄의 제사는 반드시 무투야의 집에서 행해지며， 무투야는 나카무 

투， 또한 그 분지 (分技)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 의례적으로 상위에 

위치한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대에 걸쳐 분파가 가능한 것 같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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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모든 대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차자 이하가 아들이 

없는 집의 양자로 충원되는 경우도 있고， 차자 이하가 경제적으로 독 

립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원래의 야시키 안에 건물을 하나 더 지어 

생활하면서 생계를 따로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 

근대 이후의 오키나와 사회에서 문츄의 주된 기능은 무엇보다도 조 

상제사에서 찾을 수 있다. 집에서 행해지는 위패제사， 매년 청명절에 

문츄묘 앞에서 행해지는 시미(淸明) 10) , 나키진누부이(今歸仁上 1) ) , 

아가리우마이(東細빨1) )1 1) 둥이 그것인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문츄의 구성원들은 우사카티(細酒代) 12)를 납부하며， 우사카티를 어 

디에 납부하느냐가 어느 문츄에 소속되는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제사기능， 그리고 성원권과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와 차이를 보이는 특정은 여성의 성원권이 혼인 이후에 

도 상당부분 유지된다는 점이다. 여자가 혼인을 하여도 그 대에 한해 

서 문츄의 성원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사 시에도 여성은 

출신 문츄의 제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제사에 있어서 여 

성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었다.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촌락제사， 조 

상제사를 막론하고 제사를 주도하는 사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 

이었다. 따라서 문츄의 제사를 담당하는 코데 역시 부계혈통의 여성 

10) 4월 청명절에 문츄의 성원이 문츄묘에 모여 묘 주변을 청소하고 향과 술， 음 

식을 올리고 기원올 한 뒤 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11) 아가리우마이는 오키나와 민족의 조상이 최초에 오키나와에 살기 시작했다고 

일컬어지는 지넨(知念). 다마구스쿠(玉城) 지역의 영지(靈地)를 순례하는 행 

사이며， 나키진누부이는 조상의 연고지인 유명한 성터， 묘지， 생터， 우타키 

(촌락의 성역)을 순례하며 참배하는 행사이다. 시미가 문츄의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반해 , 이것은 문츄의 대표자들이 행하며 자기 생활의 근거 

지인 촌락 밖의 행사이므로 마치카타우간(때方拜)라고 하기도 한다 

12) 이는 시미 등 문츄의 행사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문츄의 구성원은 모두 

납부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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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발되며， 이 여성이 결혼하여 남편의 거주지에 살게 되어도13) 

이 지위는 유지된다. 이것은 토착적인 ‘오나리 신앙14)’ 에서 여성이 

가지는 종교적 권위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츄모델의 형성: 근세 사족문츄 
이렇게 부계혈통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문츄의 궁극적인 모텔이 되 

는 것은 17세기 후반 오키나와 사회에 등장한 사족문츄이다. 졸고 

(2000)에서 사족문츄의 형성에 대해 고찰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그 

형성과정과 의의에 관해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사족문츄는 그 

이름이 보여주는 대로， 류큐왕국의 나하， 슈리 15) 지역의 지배계층인 

사족16) 내부에서 형성된 부계혈통집단이다. 사족문츄의 형성은 17세 

기 후반 류큐왕국의 가보 편찬을 통한 신분제 확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류큐왕국이 당면한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 

다. 14세기 이후 조공관계를 통하여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류큐왕국은 17세기 초반 사츠마번(魔摩灌)의 침입으로 양 국가 

13) 오키나와의 혼인 후 거주규정은 기본적으로 부처제 (patrilocal) 에 해당된다. 

14) 오나리(여자형제)가 영력을 가지고 에케리(남자형제)를 보호하며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선다는 내용으로， 그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 

와서도 남자틀이 먼 길을 떠나거나 위험한 일을 앞두고 여자형제(혹은 여자 

구성원)에게 안전을 기원하거나 부척을 만들어 주도록 부탁하는 경우를 볼 

수있다. 

15) 슈리는 류큐왕국의 수도로 류큐의 정치적 · 문화적 중심지였으며， 나하는 류 

큐의 경제적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16) 이 시기 류큐왕국의 신분은 크게 지배계층인 시조쿠(士族)와 피지배계충인 

하쿠쇼(百姓)로 구분되었다(본고에서는 사족/백성으로 표기하였다) . 사족은 

주로 류큐왕국의 슈리와 나하 지 역에서 생활하며 왕부의 관료직에 종사하였 

고 왕부로부터 급여릉 받았다 한편 백성은 생산을 담당하고 조세의 의무를 

졌는데， 도시지역에 필요한 일련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마치하쿠쇼(머r 

百姓)올 제외하고는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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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공올 바치는 양속체제(兩멸體밟1])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 계기 

로 독립적인 왕권국가를 유지하던 류큐왕국은 점차 국가로서의 독립 

성을 잃고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는 경험올 하였다 이러한 상황 

은 류큐왕국에 대규모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족문츄 

의 형성 계기가 된 신분제의 확립이 이루어졌다. 

류큐왕국은 왕국성립 이전부터 중국과 지속적인 조공관계를 맺어 

왔다. 류큐의 국왕은 중국 황체의 숭인(책봉) , 정기적인 진공(進貴: 

조공올 바침)과 사신의 파견 등으로 황제에 대한 명목상의 귀속올 표 

현하는 한면， 실질적으로는 내정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국의 상 

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왕부(王府)는 중국의 서1 력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파시하여 국내 통치를 원활히 하고， 타국으로부터의 위 

협올 막는 효과를 누리는 한편， 조공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 

익을 누릴 수 있었다. 류큐왕국은 이렇게 14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 

반까지 이어지는 조공관계를 통해 중국과의 지속적이고 다방면에 걸 

친 문화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류큐의 지배층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혈통 

개념 및 그에 따른 상속과 입양의 관행， 가보의 형식이나 위패 제사， 

매장의 관습 둥은 사족문츄의 형성에도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1609년， 에도 막부의 허락올 받은 사츠마의 번주 시마즈(島 

連)는 류큐왕국을 침공하여 사츠마번의 부용국(附庸國)으로 삼았다.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으로 명과의 교역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하여 명과의 조공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류큐를 복속하고자 한 

것이다. 시마즈는 아마미 제도를 직할령으로 삼고 토지조사를 실시하 

여 조공을 상납하게 하는 한펀， 진공무역을 관리하고 막부에 사절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조공무역올 통한 경제적 이익을 노련 사츠마번은 

류큐국의 국가체제를 해체하지 않고 왕부의 통치를 유지시켜 명목상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부용관계를 철저히 온폐하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은폐정책과 중국의 묵인 하에， 류큐왕국은 1876년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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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부에 의해 진공이 금지되기까지 중국과 일본 양국에 조공을 바 

치고 지배를 받는 이른바 양속체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7쩨기 후반 양속체제로 인한 막대한 조공 부담과 사회 혼란， 농촌 

의 피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왕부는 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과 정비 

를 행하였다. 신분채 확립 역시 이러한 개편의 일부로， 한면으로는 

생산자아자 조세부담충인 농민충을 파악 ·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봉록의 급여대상인 사족신분을 정리 ·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 

다. 왕부는 모든 사족들에게 가보의 편찬을 명하고(1670년대) . 케이 

즈자(系圖座)라는 가보 편찬 기관올 셜치하여(1689) 사족들의 가보 

편찬 업무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관장하였다. 가보 편찬을 계기로 

왕부의 인정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즉 케이모치(系持: 가보를 

가진 자)인 사족과 무케이(無系: 가보가 없는 자)인 백성 사이에 명 

확한 획이 그어지고， 신분이 고정되게 된 것이다. 또한 가보의 격에 

따라 사족충 내부에서도 계층구분이 세분화되었다. 

이 시기 사족 신분은 왕부의 공식 기록이나 널리 알려진 전승에서 

확인되는 조상과의 계보적 연결， 거주지(도시)와 직업(왕부의 관료) 

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1 7)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신분이 고정되는 것은 

사족들에게 조상 중심의 혈통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부계혈통집단별로 공유되는 우지(.e;: . 姓) 18)와 나노리가시라(名乘 

頭) 19)가 모든 사족들에게 부여됨으로써， 야를 넘어선 부계혈통집단 

17) 즉 사족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사족의 계보를 가지고， 현재 도시에 거주하 

며， 왕부의 관료로 종사하고 있는 자’ 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경우 사족의 혈통일지라도 가보에 기재되지 못하거나 기재가 당 

대만으로 제한되는 동의 케이오치 (系落: 신본탈락)가 발생하였다 

18) 사족들의 중국식 이름인 카라나(康名)의 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1690년 왕부 

는 모든 사족들에게 우지를 하사하여， 통일 혈통집단에게 동일한 우지를 사 

용하게 하고， 또 우지를 가보 편찬의 단위로 삼았다. 

19) 사족의 일본식 이름인 나노리(名乘)의 첫 자로 사용되는 문자로， 통일 문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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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원 확인 및 결속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가보의 보관 및 확인을 

종가가담당함으로써 종가와분가의 위계가확립되었다. 

부계혈통의식의 강화와 함께 사족집단의 의례와 관행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문츄묘(門中養)20)의 형성 , 위때 제사의 정착， 가내 

제사의 강화 및 시미 (淸明察)의 창설 퉁은 모두 18세기 이후의 변화 

로， 이것은 조상에 대한 변화된 인식올 반영한 것이다. 즉 부계혈통 

내의 혈연자만올 조상으로 제한하여 구체적이고 특정한 존재로 인식 

하고， 조상에 대한 기억을 후대에까지 의미 있는 것으로 유지시키려 

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상의례는 문츄의 구성원들 

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성원들의 귀속의식과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 

했다 

즉， 근세 오키나와 사회의 사족문츄는 류큐왕국의 국가체제 내부에 

서 신분제 확립이라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가보 편찬을 함으로써 국가 

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률척 · 제도적으로 형 

성된 것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혈통집단이다. 이것이 부계혈통이라는 

구성원리에 철저했던 까닭은 그것이 국가에 의해 일률적으로 형성되 

었으며， 또한 혈통이 신분과 그에 따르는 권리 · 의무와 직접척으로 관 

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형성된 문 

츄의 구성원리와 관행， 관념은 류큐국이 해체되고 신분제가 폐지된 근 

대 이후 오키나와 사회의 부계친족집단 형성에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의 경우 세대와는 상관없이 남자 구성원의 이름 첫 자에 같은 나노리가시라 

를넣는다. 

20) 이는 문츄의 구성훤 사이에 공유되는 묘를 일걷는다. 오키나와의 매장방식은 

전통적으로 한 무덤에 여러 사량을 지속적으로 장사지내는 집단묘의 형태를 

띠는데， 묘를 공유하는 집단의 관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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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지 이후 문츄의 변화 

19세기 중반 봉건적 막번체제가 무너지면서 , 일본은 폐번치현(廢灌 

置縣， 1871)으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근대국가 성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메이지 정부 

는 류큐국을 번(購)으로 격하시키고(1872) ,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금 

지시켰으며(1875) , 마침내 민족통일과 근대화의 명분으로 류큐변을 

폐지하고 오키나와현(패擺縣)올 설치함으로써 류큐왕국을 천황제 중 

앙집권국가인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켰다. 국가기구가 해체되고 

현이 셜치되면서 류큐왕국의 제도들은 폐지되었다. 케이즈자가 폐지 

되어 국가는 가보 편찬을 관장하지 않게 되었으며， 신분제 역시 폐지 

되어 문츄는더 이상사족신분증명의 기능을갖지 못하게 되었다. 

백성문츄의 형성은 류큐왕국이 해체되고 신분제가 폐지되는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키나와 본도의 농촌 및 주변 도서 

지역 촌락의 사례연구들은 해당 지역에서 ‘문츄’ 라고 불리는 집단이 

메이지(明治: 1868-1912) 중기 이후부터 다이쇼(大正: 1912-1926) 

를 거쳐 늦게는 쇼와(昭和: 1926-1989) 중기에 걸쳐서 나타난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比嘉 1965: 常見 1965: 竹村 1965: 小川 1965: 大

胡 1965: 山路1967: 松園 1970: 小田 1987) . 따라서 대부분의 조사가 

행해진 60년대까지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각 지역에 따라 많 

은편차를보이고었다. 

1 ) 메이지 이전 촌락의 친척구조 

메이지 이전 촌락사회에서 야는 야시키， 경작지， 지와리의 경작권 

등을 가지며 공동체에서 안정되는 아이덴티티(이것은 얀나로 표상된 

다)를 가진 단위로，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야에 대한 귀속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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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수있었다. 

세대를 넘어 야를 영속시키는 것이 촌락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였 

지만， 혈통관념에서 부계에 대한 집착은 보이지 않는다. 이때의 상속 

규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실천된다.1) 장납부부가 야에 잔류하 

고 차남 이하와 딸은 혼인하면 야를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2)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에게 서양자(婚餐子)를 

들여 야를 잇게 하며， 3) 친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 양자 

부부에게 잇게 한다. 이때 양자는 반드시 같은 부계혈통의 구성원이 

아닐수도있다. 

따라서 분가할 여유가 없는 차자 이하의 아들은 양자， 혹은 서양자 

로서 아률이 없는 집의 야의 상속에 충원되었다. 만약 차자 이하의 

아들이 혼인하여도 야와카리(분가)를 할 여유가 없고， 혼인한 여성의 

집에 이미 아들이 있어 양자나 서양자가 될 수도 없는 경우， 새로운 

야를 창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그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 자녀는 사생아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부부는 아내의 집에서 자식과 함께 살다가 아내의 집에서 경제 

적인 보조를 받아 야와카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이 

야는 아내 쪽의 야에서 야와카리를 해 나온 것이 되며， 야의 창시자 

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와카리가 무한정 

으로 일어나는 대신 한 시점에서 마을공동체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야 

의 수는 어느 정도 한정되는데， 이것은 촌락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생 

각해볼 때도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小田 1987) . 

이러한 친척구조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오키나와 촌락의 생활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세기 이 

후 농업이 사회 기반이 되면서 형성된 자연촌락은 지역집단인 동시에 

혈연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류큐왕국 성 

립 후 촌락이 지방 행정구역으로 면입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각각의 촌락이 생활의 단위가 되고， 개인의 주거이동은 엄격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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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다. 한편 사츠마 침입 이후 실시된 지와리제도(토지재분배제 

도)는 촌락을 조세정수 단위로 묶고， 토지를 인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분배하였다 이 경우 촌락외혼은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하였으므로 

촌락내혼이 권장되었다. 이러한 촌락내혼의 반복파 주거제한의 결과 

로 촌락은 고립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세대를 겹치면서 친척관계는 

촌락 외부로 확대되는 일이 없이 부변의 친척과 모변의 친척이 중첩 

되는 형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촌락 내부에서 과거의 거주자 

(=조상)와 후대의 거주자(=자손)를 연결하는 관계에 대한 관념은 

비교적 일찍부터 존재하였지만， 부계 혹은 모계라는 명확하고 배타적 

인 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았으며，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 

을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혈통집단은 문츄에 비해 혈통원리가 불명확하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그 규모는 기본적으로 촌락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해당 시점에서 각 야는 촌락의 다른 야들과 

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투야는 촌락에 

최초로 이주해온 시조의 직계 자손으로 인식되었다. 본가와 분가해 

나온 집안이나 과거에 양자를 주고받은 집안의 경우， 두 집안 사이에 

일종의 혈연 관계가 의식되었지만 사족들과 달리 조상에 대한 문자기 

록(가보)을 남기지 않았던 촌락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기억은 4-5대 

이상을 유지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과거에 있었던 계보관 

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셜명되었다(조수미 2000) . 

그 결과 이 시기에 있어 이상적인 문츄의 상속관행에서 금기시되는 

잣치우시쿠미 (차남 이하에 의한 야의 승계) . 이나구관스(여성에 의한 

야의 창시) . 타치마지이리(타 혈통에 의한 야의 승계) 동은 문제시되 

지 않았다. 이러한 친척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 ‘히키’ 라는 관념이 

다. 히키는 문츄가 발달한 오키나와 중납부 이외의 오키나와 전역에 

서 발견되며， 문츄보다 오래되고 토착화된 관념이다. 그 명칭 21)이나 

부계의 편향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지만， 계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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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계 혹은 모계 한쪽에 배타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계적 혹은 느 

슨한 부계적 경향성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이 시기 야의 계승 

원리를 ‘야시키스지(-v ν 추節)’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松園 1970: 

小田 1987) , 야의 계숭이 혈통보다는 누가 그 야의 야시키(집)에 거 

주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계숭 원리는 일본 본 

토의 사례와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었다 22) 

2) 촌락에서의 문츄의 형성 
스스로를 ‘문츄’ 로 지칭하는 부계혈통집단이 촌락사회에 동장하게 

되는 것은 메이지 이후에 들어서이다. 여기서는 오키나와 북부 쿠니 

가미촌(國頭村)의 아하(安波)부락의 사례 (常見 1965)를 통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겠다. 아하에 있는 11개 문츄의 문츄묘가 만들어지고 쥬 

하치야우가미(十八夜拜)23 )’ 시미， 나키진우가미(나키진누부이) , 아 

가리마이(아가리우마이)등이 행해지게 된 것은 메이지 35년(1902) ~ 

쇼와 12년(1937) 사이의 일이며， 대부분 다이쇼 연간(1912-1926)에 

집중되어 었다. 

이것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오레치(由來記) 작성이다. 오레치 

란 문츄의 유래와 계보를 작성한 문서로， 사족문츄의 가보에 해당되 

21) 지역에 따라 휘치， 피키， 피-키- 동으로 불린다. 

22) 나카네 지에는 일본 본토의 친척집단이 ‘공계적’ 이라는 셜명 자체에 의문올 

제기하면서， “일본의 이에(家) , 도조쿠(同族)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의 계숭선(繼承線)으로 · 혈통에 의한 일정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승에 있어서 혈연적 요소가 우선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혈연관계 자체 

는 구조를 결정하는 힘을 갖지 못하며， …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혈통체 

계 (descent system)가 아니라 지위의 계숭체계 (succession system)" (中根 1973) 

라고 하였다(조수미 2000에서 재인용) . 

23) 1월 18일에 문츄의 모든 성훤이 무투야에 모여 문츄의 신에게 기원하는 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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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오레치 역시 메이지 후기에서 다이쇼 연간에 걸쳐 작성되 

었으며， 공통의 특정은 ‘〔최초의 조상이〕 다른 섬에서 이주해 왔으 

며， 계보률 거슬러 올라가면 사족에게 연결된다”고 이야기한다는 점 

이다 “오레치는 옛날에는 없었다. 찾아서 만들었다. 산 것이다. 선조 

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어 그것올 알기 위해 오레치를 

찾아서 만든 것이다”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혈통이나 야 

의 계보에 대한 문자기록이 없었던 촌락에서 조상에 대한 지식은 전 

숭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4-5대 이상올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 결과 문츄의 유래를 찾아도 시조에까지 소급해 올라가 

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오레치는 유타나 산진소(三世相)등 

의 문시리 24)에게 자기 문츄의 유래를 물어 “찾아서 만들게“ 되며， 모 

든 문츄에서 기류자(寄留者: 마을에 처음 이주해온 조상)에 대한 지 

식은 오레치를 만듬과 동시에 얻어진 것이다. 

〈사려I 1 > 
(아하의 요자야(與依屋)문츄 사례) 요자야가 유래기를 만들기 전에 요 

자야 문츄는 없었다 ... 당시 형 (메이지 7년생)이 나하에 왕래하고 있어 

서 나하의 형편올 보고 듣고 있었다. 거래처인 나하의 목재상이 이전부 

터 문츄를 만들지 않고 웨한차25)만 찾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요 

24) 아는 것이 많은 사랍을 일컴는 ‘모노시리(物知)' 라는 말의 지역 방언으로， 

여기서는 영척인 능력을 겸비하고 점， 주술치료， 예언 둥을 행하는 주술적 

능력자를 일컴는다. 유타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동시에 류큐왕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5) 개인올 중심으로 하여 관계가 정의되는 칸드레드(떠ndred) 범주에 해당된다. 

지역에 따라 혜칸차- 혜-카， 하로-지， 우투자 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부/모 

양쪽으로 “마가라(혈연관계)를 읽을 수 있는" 즉 친척명칭올 써서 혈연관계 

를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 범위는 대체로 동세대 

는 육촌까지. 상위세대는 증조부 및 그 형제자매， 하위로는 자신의 증손과 

사촌의 손자까지가 해당된다. 이것의 기능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상호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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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문츄훌 확실히 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형이 문츄 

훌 만률 책임이 있는 요자야(무투야)의 장남율 혜리고 냐하로 갔다 

슈리사랍 나카이마라는 문시리에게 가셔 유래기률 만들어 달라고 부탁 

했다. 나카야마는 대단한 문시리면서 훌륭한 학자였다. 나라〔류큐왕국〕 

의 시작도， 2-300년 전의 일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슈리 

에 있었지만 나키진의 오오기미촌 니차나(根謝鏡)로 물러나께 되었다고 

하는 요자야문츄의 우후무투(시조)의 유래를 알았고， 마치카타우간의 

장소도 알게 되었다. 요자야 문츄를 만들어， 요자야를 무투야라고 부르 

게 되었다. 먼 친척돌도 이전처럼 와헨차(혜한차) ，와헨차만 찾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어져 요자야문츄로 합치게 되었다. 마치카타우간을 위 

해 우사카티률 걷기 시작했다(常見 1965) . 

“마치카타(때方: 도시)에 가면 모두 문츄묘가 있다" “문츄별로 각 

각 장사를 지내는 것아 진짜다 , 요즘 세상은 (옛날과 달라서) 사족 

이나 백성이나 마찬가지로 다를 것이 없어졌으니 문츄， 뿌리를 숭배 

해야 한다”라는 대답은 이러한 현상들의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통기 

가 무엇보다도 마치카타， 즉 슈리， 나하의 관습에 대한 모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류큐왕국이 해체되고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도시와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중심부의 풍습이 주변 지역에 전해 

졌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해지는 관행이나 관념들이 류큐왕국이 

가지는 권위에 힘입어 ‘정통적인 것’ , ‘진짜인 것’ 으로 인식되고， 

‘사족의 전유물’ 이었던 풍습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방이 일어나게 되 

는것이다. 

이렇게 농촌과 주변도서지역에 문츄가 형성되면서， 문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속관행이 나타났다. 이전까지 문제시되지 않던 여성에 

의한 야와카리， 서양자， 타계양자 등이 금기시되고， 대신 동문양자， 

특히 노동협동이 중심이 되어왔으며， 특히 농촌지방에서 중요한 가능을 담당 

해 왔다(田中 1982; 조수미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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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일 분츄 출신의 남자률 양자로 들이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주목활만한 것윤 양자의 역할이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 

적인 것으로， 통일 문츄의 양자를 률이는 관행이 재산을 상속하고 노 

후의 부양융 기대하기보다는 주로 위패제사를 물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결과 양자훌 얻는 절차가 반드시 법적인 절차훌 수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쟁이다. 자마미에서 서양자를 들인 부부의 사례에서도 

동계의 양자만옳 정당한 위패계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확인된다. 

〈사려I 2) 

패전 후 만주에서 피난해오던 딸이 도쿄 출신의 남자와 인연이 되어 서 

양자률 들이 게 되었다. 현재 이 부부는 아카지마에 찰고 있다. 그러나 

이 사위는 어디까지나 딸과의 로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사후에 위패를 물려주고 제사를 맡길 정당한 대상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혀 치(펴)의 연결이 없는 타지 출신 사람 

이기 때문이다(松園 1970) . 

3) 시지타다시: 부계훨통의 강화 

또한 부계혈통의 강화는 현재의 관행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과거로 

소급되어 척용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시지타다시 (~ν正L) 

라고 한다. 시지타다시는 시지 26) 즉 부계혈통을 바로잡는다는 뜻으 

로， 주로 위패제사에 있어서 타치마지쿠이(他系混入)와 효떼카사바 

이(兄弟重合)의 금기와 관련해 나타난다. 각 야의 위패대에 모셔지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직계의 조상 부부에 한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외의 

다륜 구성원의 위패훌 안치하게 되었올 때는 제단 안에 별도의 위패 

대를 쩔치하여 따로 안치한다. 사지타다시가 일어나는 것은 주로 집 

26) 스지 (節) . 줄기라는 뜻으로 혈통울 의미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부계혈흉올 

의미하는말로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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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사고나 질병 동의 재난이 일어녔올 때이다. 그 원인올 찾은 결 

과 유타로부터 “모셔서는 안될， 즉 시지가 어긋난 위패에 제사를 지 

내고， 제사를 지내야 마땅할 위패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조상의 노 

여움올 샀기 때문”이라는 첼명올 듣게 되면， 위패를 옮기고 소속하는 

문츄를 바꾸는 풍의 과정올 통해 어긋난 시지를 바로잡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된 자료로 이용한 것은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이루 

어진 사례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개별적인 사례의 수집에 주력하 

고 있어서， 오키나와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화나 구체적인 사회변 

동과 관련된 분석을 담고 있지 않았다 27) 하지만 연구자 자신이 심도 

있는 현지연구를 통해 위패 이동의 구체적인 맥락을 추적하지 못한 상 

태에서 사례 전체의 일반화를 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보고된 사례의 소개와 분석에 치중하였다. 

타치마지쿠이와 관련된 시지타다시: 몇 세대 전의 야의 계숭자가 서 

양자 출신이거나 타계 양자 출신이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세대와는 단절이 되며 문제가 되는 세대의 계승자의 부계혈통을 찾아 

서 이어지는 문츄에로 야의 소속이 바뀌게 된다. 이 경우 가장 일반 

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는 위패의 이동과 함께 기존의 문츄에 대한 소 

속을 거부하는 것이다. 얀나를 바꾸거나28) ’ 정기적으로 납부해오던 

27) 구체적인 자료 수집에 충실한 대신 그것의 사회문화적인 합의에 상대적으로 

소훌하거나 매우 일반화된 언급(“전통적인 촌락사회에서 근대화로의 이행 .. 

동)에 그치는 것은 연구자가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일본의 자료를 접하면서 

반복적으로 느낀 문제이다 이것은 오키나와를 복잡한 정치/사회/문화적 변 

화의 장(陽)으로서보다는 “전통문화와 민속의 보고(寶庫)"로 이해하고자 하 

는 일본 인류학/민족학/민속학의 일반적인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8) 새로 혈통이 확인된 문츄와 관련된 이륨을 불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 

로는 자신의 묘지(힘字: 현재의 호척에 올라 있는 성)를 따서 얀나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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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카티(徵酒代)를 내지 않는 풍의 행동을 함으로써 문츄에서 이탈 

하는 것을 표시한다(松園 1965) . 자신과의 부계적 혈연을 가진 ‘정당 

한’ 문츄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그 문츄의 무투-야로부터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문츄의 행사에 참여하고 그 문츄에 우사카티를 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훨씬 드문 일이다(小田 1987) . 결과적으로 시지 

타다시를 통한 부계혈통의 강화는 사실상 문츄의 확대를 낳기보다는 

문츄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松園 1965). 

〈사례 3> 
우이Y야(J:Y家)의 차남 12는 P야에 양자로 들어갔다. 다이쇼 연간에 

일어난 타계 양자의 경우이다. 1 2의 사후 장남 H1은 아버지의 위패를 

P家 上Y家

Oa 

규극 
m .6. 1 .6.2 

〈그림 2) 시지타다시의 사려I (松園 1970) 

1 rr 1lI ... : 세대 123 ‘ 출생순서 4φ : 사망 

붙이는경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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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야에 대대로 내려오는 위패와 함께 안치하고 있었으나， 전후 유타로부 

터 타치마지이리훌 지척받자 아버지의 위때만옳 률고 나하로 이사해 버 

혔다. 현재 P야의 야시키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P야 대대로의 위패만 

안치되어 있다(松園 1970) . 

효데카사바이의 금기와 관련된 시지타다시: 야에는 한 세대에 한 아 

들(기본적으로 장남)이 남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자손은 야와카리나 

양자를 통해 집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죽은 형제의 경우 그 위패를 야에 안치하게 되는데， 현재 위패 

제사를 모시는 가장이 죽고 나면 한 위패대 안에 형제의 위패가 나란 

히 모셔지게 되어 카사바이(重合)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야누후츄쿠 

루29)나 구이스30)가 이에 대한 임시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上原 

1988) , 그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은 누군가가 그 위패를 들고 분가하는 

것이다. 보통은 장남 부부의 것이 아닌 위패를 다음 세대의 차남 이 

하에게 주어서 분가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려14> 

우이Y과야(上Y小家)에는 현재 a만 살고 있으며， 아들 1H 1, 1H 2는 나하 

시에 살고 있다 불단 중앙에는 IH上Y小家의 시조)과 n l' 의 본(本) 
위패가 놓여 있으며， 이것은 당연히 1H l 이 계숭해야 되는 것으로 간주된 

다. 불단 좌측에는 전사(戰死)한 Rγ 의 협(腦)위패가 있다. 이렇게 나 

누어 안치함으로써 효데카사바이를 피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시 

적인 처치이며， 한 야시키 안에 형제의 위패를 모시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일로 간주된다. 따라서 a는 1H 2가 장차 n3' 의 위패를 계승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29) 부모의 품에 안는다는 뜻으로， 위패에 이릅올 올리지 않고 부모의 향로에 같 

이 안치하는 셈치는 것이다. 

30) 매번 위패제사를 지날 때 합장올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형제의 위패를 나 

란히 모시게 된 것을 조상에게 해병하고 양해를 비는 경문을 옮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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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15> 

T과야(T小家)의 가장은 B 2이다.T과야의 초대 12는 쇼와 40년(1965) 

에 사망하였다. 그 아률인 Bl. H3 .H.B5와 u의 장남인 illl은 전쟁 

중 집단자결하였다. 현재 볼단에는 12활 포함한 사망자 천원의 외패가 

같온 위때대 안애 본위때로 모셔져 있다. (중략) 훤래대로라면 B 1 이 T 

파야훌 계숭해야 하지만， 사망하였으므로 전후 본토에서 톨아온 B2가 

계숭자가 되었다. 그러나 B2 자신은 원래의 계숭자가 형이므로 자신은 

임시변통의 계승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H2는 궁리 풍에 장남 

을 분가시켜 자신은 장남과 함께 살고， 자신의 차남올 T파야의 계숭자 

로 만들어 현재의 위패롤 모시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형파 자신의 위패가 나란히 안치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 

게 되면 외형상으로는 자신의 차남 ill 2' 이 형 n 1의 양자가 되어 T과야 
롤 잇고， 자신은 장남과 함께 분가하는 원래의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워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고 실제로는 B2의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T小家

H 

m 

1 
/----T-

62 

.t4 

63 

〈그림 3> 시치타다시의 사례 (松園 1970) 

1 n m ... : 세대 1 2 3 ... : 출생순서 aø: 사망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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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I 6) 
V과야(V小家)의 불단 좌측에는 가장 N2' (V과야의 시조)의 전사한 차 

남 V2' 의 협위패가 있고， 촬단 우측에는 K야의 Nl일가족의 협위패가 

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l' 과 b 사이에는 일곱 명의 자녀가 있 
었는데， 전부 병사했기 때문에 b의 친정인 K야의 차남 12를 양자로 맞 

아들였다. 그러나 오키나와전에서 K야의 Nl 부부와 자식 전원이 사망 

K家 V家

!/2 
양자 

m 

터h家 
W Äl 61 62 

F기 
V 41 !/2 φ 61 !/2 

〈그림 4) 시지타다시 사례 (松園 1970) 

1 n m ... : 세대 1 2 3 ... : 출생순서 !þ(/J: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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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 Nl일가의 위패를 V야에서 모시게 되었다(K야의 선대의 위패는 

전쟁 때 소실되어 복원되지 않았다) 당시 V야의 가장인 ill l'은 생시에 

차남 N2' 에게 자신이 죽고 난 후에 K야의 위패는 N2' 가 계숭하도록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부친의 사후에 그 위패들을 가지고 분가하였다. 

그러나 쇼와 29년(1 954) 에 유타가 위패를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고 해서 

V야에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다른 유타가 다시 V과야에서 모셔 야 한다 

고 하여 다시 위패를 가지고 왔다(松園 1970) . 

4) 부계 혈통 강화의 배경 
농촌사회에서 부계혈통원리의 강화에 미친 사족문츄의 영향은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명백하고 가시적이다. 그러나 신분의 구분이 이미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근대화 이후 오키나와 사회에 

서 문츄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족문츄에 대한 선망 

및 모방’ (小川 1971 ; 比嘉 1983 , 1987; 多和田 1986) 이상의 실질적인 

사회적 · 경제적 배경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츠조노를 비롯한 일 

련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부계혈통의 강화현상은 야시키스지(-\' 

ν추觸)에서 치스지(血節)에로의 변화라고 설명한다(松園 1970; 小田

1987; 上原 1988) . 즉 야의 계숭이 과거에 야시키의 계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혈통이 멀 중요시되었다면， 현재에 와서는 

치， 즉 혈연관계가 계숭의 기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츄성원 자격으로서의 남계혈통(시지)의 중시’라는 요인 

이외에 ‘사회통합 기구로서의 친족관계의 상대적 후퇴’ 가 작용한 결 

과로 설명하고 었다(松園 1970). 근대화에 따른 친족의 사회통합적 

기능의 약화란 여러 사회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며， 오키나와 역시 그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메이지 이전까지 고립적인 생활단 

위였던 오키나와의 농촌공동체는 근대화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외부와의 왕래가 활발해진 것은 물론 근대화 과정에서의 경제적 압박 

에 의한 도시진출 뿐 아니라 대량의 본도 전출과 이민이 발생하여， 

오키나와는 메이지 이후 ‘일본 체 1의 이민현’ 이 되었다. 또한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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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쟁 최후의 전투인 오키나와전(때觸戰: 19.짜-1945)은 오키나와 

주민만 12만 2천이라는 전사자를 낳았으며， 오키나와 사회전역이 대 

대적으로 파괴되는 결과롤 낳았다. 이후 27년에 걸친 미군청 시기와 

본토와의 분리， 1973년 본토 복귀 이후의 변화 둥 오키나와는 실로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촌락 전체가 전쟁에 파괴되거나 개발의 의해 해체되는 일， 촌락 안에 

서 야의 전원이 전출， 혹은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결 

과 공동체 내의 다른 야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률 확인하는 

일은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이해활 수 

있을것이다. 

즉 과거 오랫동안 고립적인 단위가 되어 왔던 촌락사회에서 “개인 

의 아이덴티티는 야의 귀속에 의해 얻올 수 있었으며， 야의 아이덴티 

티는 다른 야와의 관계에 의해 공시적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혈 

연에 의한 구성원의 계보적 연속성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 

다. “… 그러나 사회변동올 통하여 이러한 소우주도 외부와의 ‘교통 

(交通)’ 관계 속에 있게 되어， 공동체원리의 저하와 함께 야의 야이 

덴티티는 공시척 · 공동체적 기반올 잃고 치스지에 의한 외부와의 계 

보관계에서 기반을 구하게 된 것" (;J、田 1987)이다. “성원 자격의 획 

득이라는 변에서 사지(치스지)는 야시키스지보다 한충 배타적 · 한정 

적" (松園 1970) 인 통사에 그 관계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을 넘 

어서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올 가지고 있어서， 더욱 영속 

적이고 완전한 아이덴티티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촌 

락사회 내에서 친척관계의 해체가 역설적으로 문츄에 대한 집착율 만 

들어 냄으로써， 친척에 대한 관심과 결속이 증가한 것과 같은 가시적 

인 결과를 빚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현상은 문츄화현상과 관련된 유타의 역할이 

다. 유타는 영적 능력으로 점을 치거나 병， 채난 퉁의 액을 물리치는 

일종의 샤변이다. 유타는 문츄의 근원을 찾고， 문츄의 사제(코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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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위패 이용애 따르는 의례 풍 문츄와 관련된 많은 영역얘 개입하고 

있다. 또한 시지타다시의 대부분의 사혜에서 활 수 있듯이， 최초의 계 

기는 사고나 질병 둥 집안의 재난이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휴타 

에게 의뢰한 결과， 그 처방으로 시지타다시가 행해지게 된 것이다. 메 

이지 이전 시기까지 유타가 담당하던 영역온 주로 이치자1J}3l)와 관련 

된 것이며， 유타가 이치자마 대선 재난이나 병의 원인으로 시지의 잘 

못을 지척하게 된 것은 메이지 이후의 일이다. 

메이지 시기률 전후한 유타의 역할변화는 흥미홉다. 류큐왕국 시 

기에 문츄에 관한 지식은 국가가 담당하는 공식척언 지식에 속했고， 

공식적인 지식영역 안에서 휴타는 미신적인 행위훌 하는 것으로 간 

주되었다 32) 그러나 류큐왕국이 해체되고 오키나와현이 셜치되면서， 

왕조와 그 중심지인 슈리， 나하의 지식올 담당하는 꽁식적인 존재는 

없어지고， 유타가 “고(古)류큐의 조상숭배의 살아있는 유지자로서 

(住喜훌 1974)" 민간의 지식 속에 다시 동장하게 된 것이다. 이 지식 

은 ‘선진척， 오키나와적， 전통적’ 인 것으로 간주되어 정통성올 부여 

받게된다. 

그러나 유타의 해석은 일롤적인 것도 아니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 

진 것도 아니다. 시지타다시 푼제가 대두되었올 때， 휴타의 해석과 

지시가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와 맞지 않올 때는 ·‘저 유타는 잘 안 맞 

는다”고 하여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론 유타들올 찾아가는 경우 

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경우 휴타는 당사자들의 합의롤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율 한다고 볼 수 있올 것이다.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31) 전통적인 재인(짜因)의 하나로 사랍을 저주하여 병에 걸리게 하거나 죽게 하 

는 주술적인 힘올 가진 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힘은 혈통올 따라 (주로 모계) 

이어진다고믿어졌다. 

32) 18세기 류큐국의 삽사판이었던 사이온(蔡溫)은 r뼈敎條』에서 “휴타는 사랍 

올 속여 세상의 질서롤 어지럽힌다”하여 유타활 탄압하였다. 이때의 미신행 

위란 주로 이치자마와 관련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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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서， 그리고 관스구투(조상파 관련된 일)의 전문가로서 객관성 

과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小田 1987). 

4. 마치며- 문츄화 이후의 문제들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중반 사이에 오키나와 농촌과 주변 도서지 

역에 나타난 백성문츄는 근세 류큐왕국에서 형성된 사족문츄의 구조 

와 관념을 그 모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족문츄가 신분제 확립을 

목적으로 제도적 · 일률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백성문츄는 보다 자 

발적이고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문츄화 현상과 혈통에 대한 집 

착은 표면상 사족문츄에 대한 선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만， 보다 

심층적으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기존의 친척간의 유대의 약화 

가 역셜적으로 빚어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메이지 

이후 형성된 문츄의 기능은 주로 제사에 머물러 있을 뿐， 문츄화 현 

상이 친척간의 결속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 

지타다시로 기존의 문츄를 이탈한 야가 새로운 문츄에 귀속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지타다시는 오히려 문츄의 해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시지타다시를 통한 해결책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타협책에 불 

과하여 혈통과 관련된 모순올 미해결상태로 남길 수도 있다. 그 예로 

시지타다시의 결과 발생하는 위패의 이동을 들 수 있다. <사례 4)와 

〈사례 6)에서 직계의 라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위패들을 차자 이 

하에게 맡겨서 분가시킨다는 껏은 장남의 시지를 정돈하면서 본가에 

서 모셔서는 안될 위패를 차남 이하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이들은 

야의 창시자이므로 그들이 시조가 되어야하지만， 야와카리의 초기부 

터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위패를 떠맡고 시작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도시 전출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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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패 계승의 대상자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가까운 

친척 구성원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데리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자라 

서 성인이 되었을 때 위패제사를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시지에 맞지 않는 위패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남녀의 성구별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가 

앞으로 부계혈통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1980년대의 ‘토토메(위패) 논쟁. 33) 에서 볼 수 있 

듯이， 위패 계승을 ‘아들만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위패를 장남에게만 승계하는 것’ 이 언제까지 타당한 논리로 사람들 

을 셜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셔)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변화와 함께 문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 

갈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 

쩌면 문츄화현상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나타난 과도기적인 현상 

으로， 많은 미해결된 모순들촬 안고 있다가 그대로 쇠퇴하여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계기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3) 1980년대에 지역 신문인 류큐신보(뿜뼈新報)를 중심으로 하여 위패계숭에 

관한 대대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골자는 ‘여성이 위패를 계숭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류큐왕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고수하자 

는 입장과 여성의 평둥한 지위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 

국은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논쟁을 접게 되었다 

34) 이것과 관련하여 한국의 호주제를 떠올릴 수 있었지만， 오키나와의 위패계승 

문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상정적인 의 

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며， 오히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일본의 호적은 

부/모 양쪽에 의한 계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호주제의 맥락과는 다 

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만난 한 20대의 오키나와의 인류학 전공자는 

“세대 차이”를 언급하면서 “우리세대에 다시 토토메의 계승이 문제시된다면 

그때는 여생에게도 숭계가 가능한 쪽으로 입장이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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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돼따μψoMunchuuin 

Contemporary Okinawa 

Cho, Su-Mi 

The munchuu, me와따19 paσilineal descent 망oup，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e Okinawan kinship system. muηchμμ lS 

conceptually divided into shizoku (士族: aristocrat) munchuμ and hyakusho 

(百姓: commoner) mμηchμμ， according to the time of their development 

anddi떠lsion and their socíal context. This study explores 야le implications 

of these differences of the hyakμ채0 ηzunchuu ， its differences from the 

former, 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differences. 

Shízθku mttnchull developed in the context of social change in the 17th 

century in urban 따eas. After the R찌힘u Kingdom was attacked by Satsuma 

in 1609, the royal government reinforced the class 와stem for validation of 

shiwku (aristocracy) as the ruling class, and institutionalized the principle of 

paσilineal descent. The formation of mllηchαtt was allowed only to 버c 

aristocratic dass by the govemment, so the mll뼈μμ functioned to iden뼈 

one’'s socíal status. 

In contrast, hyakusho mm삶αα developed independently outside the urban 

area, beginning in 버e late 19th century, when the Kingdom was completely 

incorporated into ]apan as Okinawa Prefecture and its class system was 

abolished. The concept of patrilineality and customs related to it were 

introduced to rural and island areas. 

The development of hyakμrho mllnchuμ resulted from efforts to im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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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izokμ tradition. mμnchμu ， once prohibited to commoners, was 

considered to be authentic and σadition떼. However, at the locallevel, it is 
associated with the destruction of뻐.age conununity and kinship solid없ity. 

In rural society, where each village had been an independent and nearly 

isolated unit of social activity, identity of a ya(family) was defined and 

maintained in terms of a퍼n띠 relationships wi낭1 other yas in the 찌llage. 

The genealogical line 낭rrough yas had been rather va밍le， and cognatic. 

However, the devastation by the Okinawan War (1943-45) and social 

change thereafter resulted in destruction of 삐ages and mass emi햄tion. 

U nder this circumstances, people began to seek a more exc1usive and 

permanent descent line with which they could identify themselves beyond 

the level of villages. The result has been the reinforcement of paσilineal 

descent, in the form of straightening up the descent ，생없짜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