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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운球의 家系繼承과 祖先

I휠 喆 仁

1. 머리말

티本의 짧球列島는 九州 남쪽 맨 밑에서 臺灣에 이르는 약 1,300km 해상에 활처

럼 연결된 2007H 에 가까운 섬갈 가리킨다. 짧球列島는 九州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여

大偶諸島， o±J:l홉陳 O諸島， 審美諸島 등으로 구성되는 훌훌南諸島와 Y며觸諸島와 先島諸島

로 구성되는 짧球諸島로 구성된다. 先島諸島는 다시 宮古諸島와 八重山諸島로 나누

어진다.

짧球라는 말은 파거 짧球王國의 最大 領域인 o±~홉 q刺에서 先島까지를 가리키지만，

1609년 島律의 침공으로 가장 남쪽으로 훔美諸島가 있는 魔南諸島는 隆摩灌에 속하

게 된다. 이때부터 짧球王國은 Y며觸諸島와 先島諸島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짧球文化

를 이야기할 때， 짧球는 일반적으로 홈美諸島， ?I며觸諸島， 先島諸島 둥을 합친 공간

적 범위를 가리킨다(李淸圭 2000: 171 ; 新rt倚盛彈 1998: 19, 23). 그러나 地理學的인

地域區分이나 考古學的인 文化區分에서 짧球列島의 중부권에 속하는 옳美諸島와 빼

觸諸島는 훨美가 隆摩灌에 속하게 됨으로써 港美와 빼觸의 文化는 다르게 되었다.

현재 行政的으로도 港美諸島는 麗兒島縣 大島都에 속하고 빼編諸島와 先島諸島는

빼觸縣에 속해 있다.

本 論文에서는 같은 統球文化團에 속해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文化的 差異를 보

이는 審美와 때觸를 家系繼承의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家系繼承은 家長權의

繼承을 말하는데， 日本의 家系繼承은 長男 1人 相續이고 獨러相續이 典型的인 것이

다(李光奎 1975: 247). 日本에서는 家系를 繼承하는 後繼者와 後繼者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다. 後繼者만이 直系親이고 後繼者가 아닌 次男以下의 아들은 {旁系

親이 된다. 따라서 長男 1人 獨古相續으로 家系繼承이 되는 日本에서는 아들들이

結婚하기 前이라도 한 家族 內에서 後繼者인 長男만이 直系이고 그의 兄弟는 f旁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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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李光奎 1975: 232). 長男이 家系繼承올 하는 韓國에서도 直系와 f旁系의 구분은

있지만， 結婚 前에는 兄弟간에 구분을 하지 않는다. 次경以下의 아들이 結婚을 하여

分家를 했을 때， f旁系란 擺念이 처음 생기는 것이다.

日本의 家系繼承은 長男 1人 獨古相續이 典型的이라 하지만， 日本에서도 地域과

時代에 따라 매우 多樣한 形態의 家系繼承이 나타난다. 本 論文에서는 빼觸本훌 북

쪽에 위치한 屋部 마을에 살고 있는 뿔本光雄 집의 事例와 출美大島의 小樓 마을의

구체적인 家系繼承의 事例를 통해 現地人들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祖先의 擺;융:을 살

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짧球의 典型的인 家系繼承이 어떤. 것인지， 또한 짧球의 典型

的인 家系繼承이 日本의 典型的인 家系繼承과 어떻게 다른지는 다루지 않을 것이

다.

2. 빼觸의 家系繼承과 祖先

1) 量짧 마율

1며觸에서 家系繼承에 대한 資料를 수집한 마을은 Y며觸本島의 북쪽지방을 가리키

는 山原에 속하는 빼編縣 名護市 字屋部이다. 屋部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는 1998년

8월 2일부터 11일까지 행하였다. 名護市는 빼觸本島의 현청 소재지인 那觀市에서

高速道路를 이용하여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屋部마을은

名護市의 서부에 위치하며 名護市의 중심부에서 字屋部의 中心聚落인 大島까지는

직선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字>는 市區域이지만， 주로 農村的인 성격이

강한 地域에 붙인 行政區域名이다. 屋部마을의 人口와 世帶는 1998년 8월 1 일 현재

457世帶 1，439名(男 745名， 女 694名)으로 世帶當 平형 人口數는 3.1名이다.

屋部마을 주민은 마을주민의 半을 차지하는 比嘉 姓을 가진 사람들과 마을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뿔本 姓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

다. 屋部마을에 는 父系出系集團 (patrilineal descent group)인 門中이 여 러 개 있다.

門中은 17세기 후반에 흙球社會에 둥장하였으며 Y며觸本島의 都市地域인 首里와 那

훌훌 地域에 居住하는 支配階層인 士族틀을 中心으로 형성되었다(趙秀美 2α)()). 19세

기 후반에 짧球王國이 해체되어 身分制가 폐지되자 士族身分의 중명이라는 門中의

본래 기능은 없어졌다. 그러나 門中의 構成原理와 慣行들은 存續되면서 都市 以外

의 地域으로 확장되어 갔다. 19세기 후반 이후 父系出系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父系出系集團이 組織되어 가는 이러한 현상을 <門中化 現象>(趙秀美 2000: 67) 이라

고 하는데， 門中化는 현재에도 빼觸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屋部마을의 門中 중에서 大一門이라고 불리는 門中이 가장 크다. 大一門에는 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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號가 ;bt;Jj.1?屋라는 比嘉 姓의 宗家와 石펄屋라는 뿜本 姓의 宗家가 있다. ;bt;Jj.

1?屋는 속칭 名護屋라고도 불리는데， 大一門의 元屋이다(名護博物館 1989). 大一門

에서는 5년에 한번씩 宇옮佑 마을에 있는 祖先의 묘 앞에서 <牛燒흥>라는 소를 잡

는 행사를 하고 있다.<燒혼>의 본래 의미는 굽는다는 뜻이나 屋部에서는 죽이는

것 즉 도살을 의미한다. 宇at左 마을은 1970년 屋部村을 비롯한 5개의 田]‘ • 村을 합

하여 名護市가 될 때 屋部村에 속하는 字屋部를 비롯한 7개 字에 해당되는 마을중

하나이다. 파거 屋옴B村에 속해있던 7개 字 마을을 합하여 현재 屋部地區라고 부른

다.

때觸의 家系繼承과 祖先의 개념을 알기 위해 살펴볼 품本光雄의 집안은 石펄屋의

中元屋인 久護家 家門의 5代에서 갈라져 나온 屋號가 카니야인 집안이다.

2) 位牌와 系讀에 나타난 祖先의 擺念

日本에서의 家系繼承은 位牌를 넘겨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祖先의 系禮는

位牌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 뿜本光雄은 1931年生으로 원래 3男으로 태어났는데，

두 형들이 일찍 죽자 이름을 바꾸고 長男의 역할을 수행하여 2개의 位牌를 모시고

있다. 1개의 f立牌에는 13명의 位牌가 모셔져 있고， 다른 位牌에는 2명의 位牌가 모

셔져 있다«圖 1> 參照).1) 位牌에 모셔져 있는 사람들과 뿜本光雄(ego) 의 관계를

家系圖l로 그려 보면 <圖 2>와 같다.

<圖 1>에서 보듯이， 位牌는 上下 두 단으로 나뉘어 있다. 상단에는 男性의 位牌

가 놓이고 하단에는 配偶者인 女性의 位牌가 世代順으로 놓여진다. 系諸를 통해 확

실하게 알 수 있는 뿜本光雄의 제일 윗대 祖先인 宇成住親雲上의 位牌가 歸휠靈位

라고 쓰여진 중앙판을 두고 오른쪽 상단에 있고 그 아래에는 그의 歸人이 올라있

다. 2代인 盛平의 位牌는 중앙판의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의 부인은 바로 아

래에 모셔있다.3대인 盛保 부부는 1대의 오른쪽에 모셔있는 것으로 보아， 제일 윗

대 祖先의 위패를 중앙판의 바로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世代順으로 f立牌를 모시는 것을 알 수 있다.4代인 盛榮의 位牌는 2代의 왼쪽 상단

에 모셨으며， 그 아래에는 2명의 歸人 중 첫 번째 歸/\을 중앙에 가깝게 먼저 올려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歸人을 모셔놓았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나머지 상단의

가장자리에 있는 左右 2명씩 4명은 結婚을 하기 前에 죽은 아들이거나(盛一， 盛正，

盛善) , 結婚을 한 후 子息이 없어 친정에 다시 돌아와 살다가 죽은 딸(加柳)이다.

<圖 2>의 家系圖를 보면， 宇흉住親雲上은 系諸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뿜

1) 사망한 사람 개개인의 이름이 적힌 나뭇조각도 위패라 부르고， 집안에서 모시는 위패를 모두

모아 집 모양의 액자에 담아놓은 것도 위패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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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뭘本光雄 집안의 位牌

本光雄의 제일 윗대 祖先이다. 그는 1男 1女를 두었다. 宇옮뾰親雲上의 아들인 盛平

은 離婚女와 結婚하여 1男 1女를 두었다. 1903년(明治 36년)에 사탕소비세법개정 청

원서에 서명한 名單(名護市敎育委員會 1991: 160) 에 의하면， 盛平은 1829년(文政 12

년)에 태어난 平民 身分의 農業종사자였다. 宇皮住親雲t의 딸인 카나(加柳)는 結婚

은 하였지만 子息이 없어 친정에 다시 돌아와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녀는 친정

의 位牌에 같이 모셔져 있다. 뿔本光雄은 언젠가는 시댁에서 점쟁이라 할 수 있는

<그갖>의 말에 따라 그녀의 位牌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죽은 사람의 位牌는 버려서도 안되며 2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다(Tanaka 1974:

223).

2대인 盛平은 盛保라는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3代가 되는 盛保는 5男 7女를

두었다. 光雄은 그의 할아버지인 盛保가 首里城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노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단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농사일과 새끼 꼬는 일을 잘했었다고 한다. 형들이 일찍 죽어 光雄이 실질상의 長

男이었으므로 할아버지가 자기를 상당히 귀여워했다고 한다. 長男 또는 家長의 象

徵인 달갈을 먹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달갈을 1/4쪽 쪼개어서 光雄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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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光雄의 계보에 대한 지식도 할아버지인 盛保로부터 배운 것이다.

盛保의 長男인 盛榮은 2명의 歸人을 두었다. 첫 번째 歸人과의 사이에는 子息이

없었는데， 첫 번째 編人은 26年前 80歲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첫 번째 歸人이 位牌

에 뿜本 rj →f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이 집에서 죽은 것 같다.

만약 盛榮과 離婚을 했던 경우라면 이 집 位牌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다.

盛榮의 두 번째 歸人은 位牌에 뿜本 rj →f盛榮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는데， 14年前 86

歲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盛保의 막내아들인 盛一은 結婚하기 前인 18歲 때 病死하였는데， 光雄은 그 때

자기의 나이가 한 살이라고 이야기하였다.<圖 1>을 보면 兄弟간인 盛榮과 盛一이

한 位牌에 같이 올려있다. 兄弟를 이렇게 한 位牌에 올려 구분하지 않고 섞는 것을

<휴 3 )1.’ 4 方 -tj" "{1>라고 일컬는다(Tanaka 1974: 229-233). 뼈觸 사랍들은 兄弟를

한 位牌에 올려놓으면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하

기 위해서는 男子兄弟들은 따로따로 자기의 後繼者에 의해 家系가 繼承되어야 하는

것이다. 結婚을 한 後 後繼者가 없이 죽은 경우에는 養子를 들여 家系를 繼承시키

기 前까지 臨時로 가까운 父系親族이 位牌를 모시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

안의 位牌와 별도로 位牌를 만들어 두 位牌를 나란히 중앙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집

안의 位牌를 모신 <佛增>의 한쪽 가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盛一은 結婚 前에 獨

身으로 죽었기 때문에 家系를 繼承할 필요가 없어 한 位牌에 모셔도 괜찮다고 한

다. 즉 男子가 結婚한 後에야 그의 집안이 繼承되는 것이다.

盛榮의 長男인 盛正은 1934년(昭和 9년)에 16歲의 나이로 病死하였고， 次男인 盛

善 역시 1938년(昭和 13년)에 13歲의 나이로 病死하였다. 兄弟간인 이들 역시 같은

位牌에 올려있어 :\- 크 갖’ 4 方→T"{1 에 해당될 수 있지만， 둘 다 結婚 前에 獨身으로

죽었기 때문에 盛榮과 盛-의 경우처럼 같은 位牌에 올려도 괜찮다고 한다.

뚱本光雄의 佛增에는 또 하나의 位牌가 있다. 이 위패는 光雄의 아버지인 盛榮이

만든 것인데， 盛榮의 남동생인 盛康과 그의 歸人인 ?''J 가 올라가 있다. 盛康네 夫

歸는 사이판에 移民을 가서 戰爭 때인 1944년(昭和 19년)에 家族 전부가 죽었다. 당

시 이들 夫歸의 아들은 한 살이었다.7살이 넘어야 位牌에 올려지기 때문에 아들은

올라있지 않다. 때觸에서는 7살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진정한 人間이 되기 때문

이다(Tanaka 1974: 222). 光雄의 子息 또는 孫子가 이 夫偏의 養子가 되 어 야만 이

位牌를 養子에게 넘길 수 있다. 따라서 養子의 意、味는 位牌를 가지고 家系를 繼承

한다는 것을 말한다. 盛} 盛正 盛善 둥과는 달리 盛康은 結婚을 한 後에 죽었기

때문에， 兄弟간은 位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따로 位牌를 모신 것이다.

이 집안의 家族흉는 盛zf이 죽었을 때인 1904년에 盛平의 아들인 盛保가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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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家族幕 이외에 이 집안에는 2개의 幕가 더 있다. 하나는 位牌가 따로 되어있는

盛康의 家族幕이고， 다른 하나는 盛平의 누나인 카나의 흉이다. 보통 幕 1基에 位牌

가 하나 있지만， 카나는 친정의 位牌에 같이 모셔져 있다. 그러므로 位牌와 幕가 따

로 되어있는 盛康이나 家族幕에 있지 않은 女子인 카나는 光雄의 祖先이 아닌 것이

다. 또한 盛一， 盛正， 盛善 동은 位牌에는 있지만， 家系를 잇지 못하고 結婚 前에 죽

은 사람이므로 이들 역시 光雄의 祖先은 아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幕에서 집으

로 모셔와 지내는 祖先몇拜 嚴禮의 하나인 <오봉> 때에는 祖先만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位牌에 있는 사람 모두를 모셔온다.

3) 直系와 傑系의 철저한 구분: 象族의 범위

품本光雄 집의 事例를 보면， 日本의 典型的인 家系繼承처럼 家系를 繼承하는 長

男만이 直系이고， 後繼者가 아닌 次男以下의 아들은 佛系로 구분된다. 또한 男子가

結婚한 後에야 그의 집안이 繼承되기 때문에， 結婚 前에 죽은 아들의 경우 7살이

넘으면 집안의 後繼者에 의해 位牌에는 모셔지지만 後繼者의 祖先은 아니라는 점

에서 祖先의 ;厭念은 家系繼承者에 국한된다. 이러한 直系와 f旁系의 구분은 家族의

厭念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崔本光雄은 3男 2女의 子息올 두었다. 光雄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光雄의 長

男은 1953년(昭和 28년)생으로 名護市 東江出身의 歸人을 얻었다. 長男夫歸는 현재

23세와 22세인 두 아들과 18세의 딸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은 현재 日本 本土에서

職場과 大學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光雄의 집에서 살고 있는 子息은 막내인 딸뿐이

다. 光雄의 큰딸은 1955년(昭和 30년)에 태어나 1960년에 사고로 죽었다. 큰딸이 7

살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位牌에는 올려져 있지 않다. 次男은 1961 년(昭和 36

년)생인데 아직 結婚을 하지 않아 光雄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次男이 結婚하면，

光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次男에게 물려주고 本人은 長男 家族하고 같이 살 것

이라고 한다. 次男하고는 절대로 같이 살지 않겠다는 光雄의 생각은 빼觸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과 같다. 次男에게 지금의 집을 물려주고 나면， 長男은 經濟的 能力이

있으니까 현재의 집 앞에 있는 땅 200평과 1 ，000만엔 정도를 주면서， 알아서 집을

지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位牌는 長男에게 넘겨주게 된다.3男은 1966년(昭和

41년)생으로 高等學校를 쭈業하고 安和出身의 女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21 세 때

結婚을 하여 세 딸을 두고 있다.3南이 結婚을 하자 같은 마을에 있는 집을 사주어

서 分家를 시켰다. 막내인 딸은 미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두 딸을 두고 있다. 家長權의 繼承은 長男으로 이어지지만 財옳相續은 長男 1人 獨

〔딘相續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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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本光雄의 사례를 보면， 뿜本光雄이 家族이라고 생각하는 <쑤二 ν? 그>의 범위

는 <圖 3>에서 本A과 本人의 쫓 長男夫編 그리고 長男夫歸의 未婚子女 3명 둥

총 7명이다. 戶籍에 있는 사람은 같이 살지 않아도 쑤二 νy 그가 되는 것이다. 韓國

의 直系家族의 擺念에 의하면 未婚인 光雄의 次男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쑤二 ν

y 그라는 1中觸의 家族은 철저하게 f旁系를 제외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兄

弟간은 구분하여 <츄 31(.1 方→t .r'-1 >를 피해야 한다는 原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孫子의 경우에는 長男과 次男 모두 누二 ν? 그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면， 커’

二 ν ~ 그 라는 鷹念에 는 ego(뿜本光雄)를 중심으로 앞으로 家系繼承을 할 直系의 長

男과 家系를 繼承하지 않을 次男以下의 f旁系만을 구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韓

國의 家口와 같은 職念인 <주*>의 범위는 光雄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本人과

本人의 좋， 長男夫續， 未婚인 次男， 孫女 등 6명이다.

-144-





3. 흉美의 家系繼承과 祖先

1) 小훌 마을

훔美에서 家系繼承에 대한 資料를 수집한 마을은 日本 九州 지방과 빼編本島 사

이에 위치한 훌美大島의 塵兒島縣 大島郵 名懶市 小뚫 마을이다. 小癡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는 1999년 8월 15일부터 z7일까지 행하였다. 名懶市의 중심 시가지에서 남

동부에 위치한 小樓 마을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걸린다. 1993년도에 개통된

朝戶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小樓 마을에서 市內 중심부까지 가려변 자통차로 1시간

이상 걸렸다.

현지에서는 名懶市를 市街地 地區와 三方地區로 나눈다. 三方地區는 上方地區， 下

方地區， 古見方地區를 합하여 일걷는 말이다. 三方地區는 行政區域상으로는 名懶市

에 편입되어 있지만 農 · 演、村的인 성격이 강하다. 小樓 마을은 古見方地區에 속하

는 8개 마을 중의 하나로 山地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한 浦口마을이다. 浦口마을이

지만， 연근해의 魚種 고갈로 뺑、業에 의존하는 專業뺑、家는 불과 2-3戶뿐이다. 1970

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專業演、家數는 小覆 마을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고 한다.

小훌 마을의 人口와 世帶는 1995년 10월 1 일 현재 234世帶 591 名(男 264名， 女

327名)으로 世帶當 zf均 人口數는 2.5명이다. 古見方地區 내에서는 가장 큰 마을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8월 18일 현재의 住民登錄票를 보면， 小樓

마을 안에 있는 흉美看護福피Jl:專門學校의 寄宿舍 學生을 제외하고， 또한 住民登錄票

상으로는 t받帶主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는 家口로 보변， 小뚫

마을에는 총 248家口가 살고 있다. 1995년에 비하면 世帶數는 늘었지만， 子息은 市

內에서 살고 마을에서 혼자가 된 老人들과 離婚하여 친정이 있는 마을로 들어온 女

子나 離婚 後 혼자 사는 男子가 많아 1人 世帶가 상당히 많다. 1人 世帶는 72家口

로 전체의 29%나 된다.

小뚫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戰前에는 마을내혼이 많았지만， 戰後에는

通婚團이 크게 변했으며 職場에 따른 人口移動이 많아졌다고 한다. 太平洋戰爭이라

는 事件을 중심으로 하여 그 事件의 以前과 以後로 과거의 시간을 구분하는 戰前과

前後라는 時間觀念은 ?中觸의 屋部마을 사람들이나 쩍￡美의 小複마을 사람들 모두에

게 나타난다. 실제로 그들의 생활에는 戰爭을 기점으로 하여 前과 後에 상당한 변

화가 있었다.

太平洋戰爭 전에 마을내혼이 많았던 이유는 古見方地區 內에서의 小樓 마을의 위

상과 관련된다. 이웃마을인 伊律部勝 마을이나 名懶勝 마을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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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는 곳이고， 小覆 마을은 해가 뜨는 곳인데， 아침 해를 둥지고 있는 마올사람

들과 결혼하면 일찍 죽는다는 倚說이 전해져왔다. 歷史的으로 보더라도， 小擾 마을

은 古見方地區內의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상당히 오래된 歷史를 지닌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전해져 오는 島建石에 관한 傳說에 의하면， 오랜 옛날 王子와 王女(오빠와

누이)가 두 개의 돌을 가지고 小훌 마을의 남쪽에 있는 前山이라는 山까지 올라갔

는데， 그 돌 위에서 발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마을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한다(憐 重

俊 1993: 10). 또한 터널이 있는 古見方地區內의 朝戶 마을 정도도 너무 멀다고 생

각해서 小覆 마을사람들은 그곳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

2) 家系繼承과 兩家의 훌훌

뺨l觸에서는 長男이 家系繼承을 하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출美

大島의 小뚫 마을의 事例를 보면， 흉美에서는 父母의 老後를 돌본 子息이 아들 딸

구별없이 位牌와 財塵相續을 받아 家系를 繼承하는 경향이 있다. 父母 모시는 사람

은 長男이라는 생각은 人口移動 때문에 차차 없어졌다. 물론 마을에 여러 자식이

같이 살면 長男이 모시고 家系도 繼承한다. 子息들 모두 마을을 떠나 있으면 누가

모실지 兄弟들끼리 상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인다. 물론 이 마을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통 모시게 된다. 아들이 있어도 딸이 父母를 모시게 되면， 딸

의 男便이 데렬사위가 되어 家系를 잇는다. 그러나 老人들은 “長男이 있는데 왜 딸

이 家系를 잇는가”라는 말을 한다.

港美에서는 데릴사위로 들어와서 家系繼承을 하는 경우도 養子를 들인다고 표현

한다. 小뚫 마을의 養子事例는 <表 1>과 같다. 編人의 男子兄弟가 있지만 小훌 마

을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男便이 養子로 들어와 쫓家의 家系를 繼承

한다(事例 않번， 113번) .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경우， 딸의 出生)1頂序에 따라 養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狀況에 따라 결정된다.<事例 129>의 경우를 家系圖로 그리

연 <圖 4>와 같다. 맏딸은 자기가 맏딸이기 때문에 男便이 養子가 되어 家系를 繼

承한 것이 아니라， 딸들의 配偶者가 長男인가 次男인가에 따라 養子를 들일 딸이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養子가 된 그녀의 男便은 세 번째 아들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단순히 長男과 次男以下를 구분하여 養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의

配偶者가 그 집안의 繼承者인가 아닌가 혹은 繼承者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養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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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小擾 마을의 養子 事例

事例 養子의
家系繼承

歸人의 歸人의
養子의 姓If;

훌용號 나이 出生順序 男子兄弟

25 66 頻母/始母夫(?)

29 72 쫓의 父

30 53 훌의 父 없음

35 69 쫓의 父 1녀 없음

58 81 쫓의 父 있음

62 69 쫓의 父

69 68 쫓의 父 바꾸지 않음

70 69 훌의 父 바꿈

100 死亡 쫓의 父 3녀 없음

106 54 좋의 父(예정) 2녀 없옴 바꿈

113 55 쫓의 父(예정) 있음

119 70 쫓의 觸母夫 바꾸지 않음

129 80 쫓의 父 1녀 없음 바꿈

143 死亡 爛母夫 바꿈(?)

175 49 쫓의 父

184 63 쫓의 父

220 78 쫓의 父 바꾸지 않음

A 1 男 A A

rTI~m
1男 2 3

6,: 양자

1女 2 3

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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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딸의 配偶者가 그 집안의 繼承者일 때에는 配偶者가 奏家의 養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집안의 位牌를 같이 모시는 경우도 있다. 歸人 쪽으로 位牌를 가져

갈 사람이 없으면 位牌는 버리는 일이 없으므로 男便 쪽으로 가져와서 歸人의 집안

位牌와 男便의 집안 位牌를 같이 모시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位牌를 모시

는 사람이 있게 된다. 심지어는 시집가면서 바로 位牌를 가져가는 여자도 있다. 이

때에는 男便이 姓을 바꾸지 않고 두 집안의 位牌를 모시면서 두 집안의 幕를 같이

쓰는 兩家의 幕를 만들기도 한다.

<事例 119>에서 쫓의 爛母夫의 家系(小元이라는 姓)를 繼承한 橋口義光은 姓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表 2>에서처럼 中/小元 家之幕를 건립하였다. 1981년부터 나

타나기 시작한 小覆 마을공동묘지의 兩家 幕는 현재 6基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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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小覆 마을의 兩家 훌

事例 名稱 建立年度 建立者 備考

~ 積

鄭 그X

鄭積市

昭쭈056년
岩井→f 크子

鄭/村山 家之흉 (71세 女， 夫歸家口)
(1981 년)

城→f ‘Y 子

(68세 女， 單獨家 口 )

뺑p 田→t''/ 工

松本~ ~工

2 林/板元 兩家之훌
昭和58년

(1983년)

3 中/小元 家之훌
昭和61년 橋口義光 쫓陳f광夫(IJ、元)를 繼承한 養

(1986년) (70세 男， 夫歸家 口 ) 子이나 姓은 바꾸지 않았다

4 里/顧감 兩家之훌
平成8년 현재는 里씨만 2명

(1996년) 모셔져 있음

平成8년
‘價 i머芳江

5 慣뼈/西용 家之훌
(1996년)

(83세 女， 單獨家 口 )

置t뼈武義

安田潤義
死亡時期

平成9년 (平成 11년 死亡)
6 顧技/安田 家之훌 顧技--明治/大正

(1997년) 安田~ ''/子
安田--昭和/격\成

(72세 女， 單獨家 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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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의 老後를 끝까지 돌본 子息이 位牌와 財塵相續을 받아 家系를 繼承하기 때

문에 狀況에 따라 次男 以下의 아들이 家系를 繼承하기도 한다. 小뚫 마을에서 次

男 以下의 아들이 家系를 繼承한 事例는 <表 3>과 같다.<事例 22>는 아들이 셋이

었지만， 長男은 일찍 죽고 次男은 養子로 가버려 3男이 位牌와 財塵을 相續받은 경

우이다. 많은 경우 長男이 일찍 죽어 次男이 실질적인 長男 역할을 하였다. 이는

앞에서 事例로 든 빼觸의 뿔本光雄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事例 186>의 경우에는

長男이 他地에서 살고 있으면서 마을로 돌아와 父母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次男

이 繼承한 것이다.

<표 3> 小훌 마을의 次男이하 家系繼承의 事例

事例 繼承者 繼承者의 長男
出身地 備考

짧號 나이 出生順序 生存여부

18 74 2남

22 71 3남 死亡
長男은 일찍 죽고，

2男은 養子로 가버림

33 73 2남

41 3남 長男分家 小훌 長男의 나이 :77세

43 63 2남

47 73 2남

56 長男分家 他島*
長男의 나이 :58세

쫓는 小훌 출신

79 70 3남
父의 毛地에 계속해서 살고 있

기 때문에 繼承한 것으로 보임

103 80 2남 死亡 長男이 일찍 죽어 사실상 長男

109 71 2남 死亡 長男이 일찍 죽음

133 66 2남(?) 死亡

147 68 2남

153 68 3남

155 57 2남

159 78 3남 死亡 2男도 死亡

162 62 3남

186 65 2남 生存 長男은 名懶市 거주

224 51 2남

237 44 2남

248 長男分家 小훌 長男의 나이: 69세

* 他島은 小훌가 아닌 다른 마을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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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中間寶德(51세， 남)씨는 아들은 있어도 小樓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서 離

婚한 딸이 모시고 있는 집의 경우， 아마 딸에게 位牌와 財塵相續이 이루어질 것이

라고 전망하였다. 이렇듯 “옛날에는 長男， 요즘에는 議論”이라는 家系繼承의 原理가

생겨났다. 戰前을 말하는 옛날에는 마을내혼이 많았지만， 戰後에는 通婚團이 크게

변했으며 職場에 따른 人口移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小漢 마을의 家系繼承의 형태별 事例 數«表 4> 參照)를 살펴보면， 長男이 繼承

한 집이 30家口， 次男以下의 아들이 繼承한 집이 20家口이며， 養子가 繼承한 집이

17家口에 이른다.

<표 4> 小覆 마을의 家系繼承 형태별 事例 수

家系繼承의 형태 事例 數 備考

長男繼承 30

次男 以下가 繼承한 事例: 17가구
次男以下 繼承 20

長男이 分家하여 小훌에 사는 事例:3가구

쫓家 繼承: 12가구

쫓家 繼承 예정: 2가구
養子繼承 17

훌家 親威 繼承: 1가구

父母의 뼈妹 繼承:2가구

계 67

3) 마울의 祖先훌와 祖先흉祝 榮團

小覆 마을에는 마을훌 혹은 祖先幕라고 할 수 있는 무덤인 꿋-~(喪屋)가 세 개

있다. 이 판-~를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f(講)가 판-~마다

조직되어 있다 ::f는 원래 神佛의 信者들이 모인 단체를 가리키는데(憐 重俊 1993:

115), 꿋-~와 연결시켜 祖先神을 믿고 모이는 이러한 j를 9월 9일 이후 첫 번째

康申日에 -f:-쑤에서 쫓를 지내기 때문에 康申講라고 부른다. 小覆의 康申講는 각

각 中間講， 保呂講， 末中講라고 부른다. 그러나 언제부터 j라는 조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20년전부터 中間講의 幹事로 일하고 있는 66세의 果 前光는 “中間講의 -f:-~ 주

변으로 小元 집안의 흉가 밀집되어 있어， 小元 집안에서 中間講는 시작되지 않았을

까”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中間講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親威， 즉 一族이

라는 느낌을 가지고 았으며， 康申日에 -f:-~에 가서 청소를 하고， 꽃과 향을 꽂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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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察를 <先祖察 0> 즉 祖先聚ffrE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Cf:-누를 祖先흉

로 생각하는 것은 小漢 出身만이 마을 공동묘지에 幕를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25

년전부터 保呂講의 幹事를 맡고 있는 73세의 田細九治는 말하였다. 그러나 판-~

를 祖先훌로 생각하는 것은 Cf:-누 흉察를 지내는 j 조직이 父系로 繼承되기 때문

이다. 田뼈갖L治는 保呂講의 딸이 中間講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자식들이 中間講에

속하게 되니까 결국 保呂講의 딸이 中間講에 속하는 셈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그

러나 保呂講의 名擺에는 男子만이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남자가 15세가 되면 j에 入會하여 察祝를 지냈는데， 徵兵檢훌가 실시

되는 明治12년 0879년)부터는 未中講를 제외한 나머지 두 그’에서는 20세가 되어야

入會가 되었다. 末中講는 계속해서 15세에 입회를 시켰다. 保呂講의 田細九治 幹事

는 지도상에 나타난 世帶主 중 保呂講에 속한 家口를 표시하면서， 야스다(安田) , 후

지에다(顧技) , 다가와(田) II ), 다케이(武井) , 구보(뚫) , 이노리(廳) , 오자토(大里) , 다바

타(田때)， 가메야마(龜山) 등， 이들 姓民의 는 휴， 즉 親威이 保呂講라고 이야기하였

다. 그러나 중심되는 姓이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保呂講에서는 아들

인 경우 태어나자마자 名據에 등재했기 때문에 21세에 成年式을 했는지를 표시하였

다. 戰前에는 21세가 되면 한 집에 모여 돼지를 잡거나 생선을 잡아와서 잔치를 했

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j에 관심이 없고 外地로 나간 사람이 많아， 지금도 아들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名博에 올리는지조차 모르겠다고 保呂講의 田뼈갯L治 幹事는 이

야기하였다. 현재 j 名輝에 실려있는 집 모두에게 結婚貨客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構成員들끼리 가깝게 교제하지도 않고 있다.Cf:-~라는 祖先幕가 있으니까 일년에

한번 察흘 지낼 뿐이라고 덧붙였다.

iJj中講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몇 개의 조항이 문서에 적혀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은 매 康申察마다 남자 15세 이상은 人名傳에 둥록하여 聚ffrE 의 義務를 행하도록 하

였고， 아들이 없올 경우 딸이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갔을지라도 그 여자를 A名灣에

기재하여 그녀의 아들 1명이 察祝參席을 繼承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Cf:-누의 j

로 養子를 간 사람은 會員名灣에서 삭제하였다. 데릴사위로 가서 자기가 속해있는

j를 탈퇴할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中間講의 果 前光 幹

事는 j를 바꾼다고 해서 姓民까지 꼭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한다. 즉 祖先神을 믿고

연결하는 것과 戶籍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집안이 의논해서 j

를 바꾼다고 한다.

<圖 5>에서처럼 結婚하기 전에는 中間講에 속해 있다가 保呂講 집안의 외동딸과

結婚해서 姓民는 바꾸지 않고 保呂講에 속할 수 있다. 아들들은 물론 保呂講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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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養子로 들어가 쫓家의 家系를 繼承하는 것처럼， j의 성원권도 사위와

외손자에게 繼承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家系가 後繼者 1人에게만 繼承되는

것과는 달리 j는 모든 아들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6=0 .6=0

.6=0= .6

g떠
A

.6 : 中間講 D. : 保呂講

<圖 5> -:;1-의 變更

현재 小覆 마을에서 j를 언제부터 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일단 j

의 構成員들은 家系繼承과 마찬가지로 j의 構成員을 繼承하였기 때문에 그 후 마

을에 들어옹 사람은 <흘러 들어온 나무>라서 j에 속하지 못하였다. 구장인 57세

의 高山好和는 이 마을 출신과 결혼한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왔기 때문에 j에 들

어가 있지 않다.

j에 묻힌 祖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바깥에서 한꺼번에 들어온 시체거나 바깥

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 죽은 마을주민들의 유골을 셋으로 나누어 祖先으로 모

셨다는 것이다. 中間講의 果 前光 幹事는 옛날에 전쟁중 사망한 武士들의 시체가

마을 해안가에 떠올라서 뼈를 버릴 수 없어 세 개로 나누어서 -1":-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保呂講의 田~뻐갯L治 幹事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다. 바깥에서 해적들

이 죽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iffi中講의 永田辰男 幹事는 해적이 마을에 침입하여

재물을 약탈해가자 마을주민들이 대항하다 죽은 유골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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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는 질병으로 죽은 유골이었다는 설도 있다(憐 重俊 1993: 115).

무텀의 주인공에 대한 여러 이야기의 공통점은 유골의 주인공이 마을주민이던지

외부인이던지 상관없이 바깥에서 들어온 外部人에 대한 언급이다. 또 왜 하필 셋으

로 나누었을까. 明治 시대에는 현재의 마을위치보다 더 골짜기 쪽으로 세 군데의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大里(후자토)， 古田(훗다)， 山田(야마다)라는 이름의 마을이

그것이다. 이들 마을 명칭은 현재 小樓에 살고 있는 姓民인 大里(오자토)， 古田(후루

다) , 山田(야마다)와 대웅된다. 세 마을이 현재의 마을위치로 내려와서 형성된 마을

이 小漢라고 전해지지만 세 마을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 개의 j가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大里(오자토) 집안은 保呂講에 속해있고， 古

田(후루다)는 中間講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 세 마을과 세 개의 二f:-누는 관계가

이.Q.. 드시 rl.
M~프 」、 ::cr. -I

j는 곳-누를 둘러싼 祖先察祝 집단으로 출발했으나 마을 설촌의 역사와 관련

이 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금을 회원들에게 대부해 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韓國의 횟와 비슷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小覆 마을의 248 家口 중 中間講

는 56 家口， 保呂講는 44 家口 ，t!i 中講는 34 家口로 총 134 家口(전체의 54%)만이

康申講에 속해 있다.

4. 맺음말

日本에서는 家系繼承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位牌를 넘겨받는 것이다. 뼈觸에서는

長男이 家系繼承을 하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남자가 결혼하고 家系를 이

플 성장한 아뜰이 없는 채 죽으면 養子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그의 家系는 繼承되어

야 한다. 그러나 7살은 넘겼으나 결혼 전에 죽어 位牌에 모신 남자는 집안의 後繼

者인 f旁系親이 位牌를 모시기는 하지만， 直系의 家系를 繼承한 後繼者의 祖先은 아

니다. 位牌를 모실 때 결혼을 하여 家系가 繼承되어야 하는 兄弟간은 구분하여 따

로따로 位牌에 모셔야 하고， 養도 달리 해야 한다. 따라서 i中觸에서 의미있는 祖先

은 位}뱀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家系를 잇고 있는 家系繼承者틀인 것이다. 直

系와 댐系룹 칠저하게 구분하는 때觸 親族構造의 直系 原理는 家族의 擺念에서도

드러난다. {I며양ill에서 의미있게 생각하는 家族集團은 켜?그 νy 그이다. 누二 ν;.; 그라는

家族의 범주에는 未婚이라도 家系플 繼承할 長男이외의 子息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男의 家系繼承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빼觸와는 달리 젝￡美大島의

小浚 마을에서는 부모의 노후를 돌본 자식이 아들 딸 구별없이 位牌와 財庫相續을

받아 家系를 繼承하는 경향이 있다. 이곳에서의 家系繼承은 原理보다는 狀況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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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것이다. 외동딸의 配偶者가 그 집안의 繼承者일 때에는 配偶者가 쫓家의 養

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집안의 位牌를 같이 모시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男

便이 姓을 바꾸지 않고 두 집안의 幕를 같이 쓰는 兩家의 幕를 만들기도 한다.

V며編本島에서는 門中라는 父系出系集團이 조직되어 있는데 港美의 小漢 마을에

는 門中이 없다. 대신에 小模 마을에는 父系로 繼承되는 ::t'(講)라는 祖先쫓祝集團이

그 의미는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祖先쩔祝集團은 일상생활에서

의미있는 親族集團은 아니고，.:c-쑤라는 共同祖先幕와 연결시켜 祖先神을 믿고 모

이는 父系集團인 것이다. 家系는 後繼者 1人에게만 繼承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祖先聚祝集團은 모든 아들들을 構成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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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Succession and Ancestors 10 Ryukyu Islands, Japan

Yoo, Chul In

This paper investigates family succeSSIOn and ancestors in Ryukyu Islands,

Japan, comparing a case of Kishimoto's family in Okinawa Island with several

cases of Kominato village in Amami Island. In Okinawa, primogeniture, that is,

the first son's succession is strictly observed. The succession to ancestral

tablets called ifee< {:iLJtl'i-) is the main part of family succession. The tablets of

persons who have no Iiving heirs of their own may be temporarily taken care of

by non -lineal descendants, but they are not the latter's ancestors. Such a

principle of lineal succession is also shown 10 the notion of family called

yaninzu in Oki nawa.

Who will be an heir of the family succeSSIOn 10 Arnami, however, depends

on the situation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primogeniture. Any son or daughter

who has taken care of parents in their old age becomes a successor. If a

husband of the only daughter in one's family must be an heir of his family, he

cannot become solely a successor of parents-in-law. In such a case, he

succeeds to both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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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文要約]

日本の琉球列島における家の相続と祖先

庚 詰 仁

本論では沖縄本島名護市の屋部において採録された岸本氏の家族の事例と､奄美大島字

小湊において得られた数例の事例の比較分析を通じて､琉球列島における家の相続と祖先

の問題について考察している｡沖縄においては長子相続､つまり初めに生まれた男子によ

る家の相続は厳格に守られている｡わけてもifee(位牌)と呼ばれる先祖伝来の銘板を相

続することが､家の相続の主要な部分をなすものである｡嗣子をもたない人々の個人的位

牌は一時的に非直系の子孫によって配られるが､彼らが後に祖先と見なされることはない｡

このような直系相続の原理は､沖縄の yaninzuと呼ばれる家族観念においても見出される

ものである｡

これに対して奄美においては誰が家の相続者となるのかということは､長子相続の原理

というよりは､その時々の状況に依るところが大きい｡老齢になるまで自分の両親の面倒

を見てきた息子や娘であれば誰でも相続者になりうるO一人娘の夫となった男性は実家の

相続者にもならなければならず､義父母の相続者のみになるわけにはいかないoそのよう

な場合､彼は両方の家の相続者になる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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