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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本 南西諸-島 古文書의 種類와 그 特徵

-흉美大島 • 빼編島 · 宮古島를 중섬으로-

金 東 똘

I . 머리말

일본의 南西諸島는 예로부터 南島라고도 불러왔다. 이를 다시 구분하면 문화적으

로 3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즉， 種子島 • 屋久島를 중심으로 하는 北짧球， 아마미오

오시마(흉美大島) . 빼觸島를 중심으로 하는 中짧球， 미야코지마(宮古島) . 石桓島를

중심으로 하는 南짧球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남서제도에서도 北짧球를 제외한 中짧球에 해당하는 훨美

大島 · 빼觸島， 그리고 南짧球로 구분되는 宮古島이다. 그리고 이는 각기 흉美大島의

小模， ¥中繼島 名護市 屋部， 宮古島 伊良숍U島라는 3개의 촌락에서 확인되는 고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흉美는 大島， 德之島， 빼永良部島， 與論島， 喜界島로 크게 구분되는데， 1609년(慶長

14) 사츠마 慢攻 이전에는 짧球王國에 속하고 있어 일본 본토와는 다른 문화， 즉 유

구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1609년 사츠마의 침공을 받은 흉美는 廳摩、魔의 영

토로 편입되고 말았다. 그 이후 사츠마는 뚫美λ、들에 대한 수탈과 差別을 일삼았다.

1609년 이후， 300여 년간의 훌美 歷史는 곧 사츠마의 수탈과 차별로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탈은 곧 사탕수수의 재배로 나타났다. 즉， 사츠마는 흉

美에서 재배한 사탕을 가지고 오오사카에 가서 팔고 훗가이도에서 오오사카에 건

너온 다시마를 사다가 오끼나와 둥에 되파는 형태의 중계무역을 통하여 이익을 축

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흉美는 사츠마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된 것이다.

흉美人에 대한 차별은 1953년 일본헌법이 적용되기 이전까지 계속되어 올 정도로

그 뿌리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동안 흉美人들은 姓을 사용할 수 없

었을 뿐만 아니라， 명치이후 성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單一字의 성만 쓰도록 강요되

어 왔다. 최근도 훌美人들은 그들의 성을 二字로 바꾸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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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審美A에 대한 차별은 나아가현대판 인신매매라 할 수 있는 家人[얀츄]制度

의 성립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오키나와현(빼觸縣)은 1879년(명치 12) r유구처분(짧球處分 )J 에 따라 오키나와1)

제도 외에 미야코(宮古) 군도나 야에야마(八重) 군도 둥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의 명

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 오키나와 제도는 중국문헌에 「유구(流球 )J • r

유구(流求)J • r 유구(짧求)J 둥으로 표기 되 어 나타난다 r유구(짧球)J 란 표기 는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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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여 리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곳은 국내에서는 예로부터 r대유구

(大짧球)J 또는 r유구(짧球)J 로 널리 알려져 왔다 2)

12세기경， 유구 각 지역에는 아지(按司)라는 호족세력이 둥장하였으며， 이들이 서

로 세력을 다투는 가운데 14세기 중반경 오키나와 본도에는 남잔(南山) . 쥬잔(中

山) . 호쿠잔(北山) 정권이 성립하였다. 15세기 초에 초 쇼하시(尙巴志)가 통일하여

제 1쇼씨(尙民)왕조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1469년 제 1쇼씨는 제2쇼씨로 교체되었다.

14세기 중반이후 유구는 중국과의 진공(進頁) 무역을 비롯하여 조선 ·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제국 둥과 중계무역을 통하여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중계무역의 이익은 16세기에 이르러 포루투칼인이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점차 상

실되어 나갔다.

1609년 사츠마(羅摩) 군인 3천여 명이 도쿠가와(德) II) 막부의 허가를 얻어 유구를

침략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조선과의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명나라와

의 관계를 유구를 통해 개선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후 시마즈(島律)가 효과적인

경제적 침탈을 목적으로 유구 왕국을 형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유구는 마치 일

지양속(日支兩屬)3)의 시대를 거쳐야 했다. 유구 왕국의 멸망은 1879년(명치 12) 폐

번치련(廢灌置縣)에 따른 오키나와 현의 설치였다. 그후 오키나와는 미국의 지배

0945-1972 년)를 받다가 1972년 5월 15일 일본으로 복귀되었다.

南짧球에 해당하는 宮古島에 대한 역사성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야코 사람을

야만인이라 부르듯이 미야코 사람들은 이라부지마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부른다.’는

1) 오키나와란 말은 예로부터 오키나와 섬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찍부터 사용되어져 왔

다. 이를 오키나와 방언으로는 우치나(uchina)로 발음한다(新l뼈盛뼈， 1998, r때續 知&

日本 知 Q J).

2) 이형상(李衝蘇)， r탐라순력도(號羅젠歷圖 )J ， r 한라장촉(漢擊밤빼)」; 『제주(濟 1'1‘J)의 옛

지도(地圖 )J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창조.
3) 유구인이 일본식 풍속올 따르는 것올 금지하고， 중국 사절이 올 때는 사츠마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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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풍 옷올 입게 하고， 사절 일행의 이롬도 중국어로 부르게 하는 한편， 식사 예절까

지 중국식으로 강요한 데서 비롯되었다.(아라사끼 모리테루 지음/김경자 옮김 『또하나

의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 J ， 역사비평사， 1998) p.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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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자의 구술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역사적으로 오키나와가 미야코에 대한 차

별정책을 설시하였다면， 미야코에서는 이라부지마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

였던 것이다. 오키나와가 미야코 등의 지역에 1637년부터 1903년까지 행해진 인두

세는 가장 혹독한 악법의 하나였다. 남녀 15세부터 50세까지 상 · 중 · 하 · 하하 4단

계로 구분하여 頁租의 책임을 부담하였던 것이다. 이라부지마에 대한 미야코의 차

별은 정책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으나 최근까지도 이라부지따 사람들에 대한

미야코의 차별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거쳐온 일본 남서제도의 문화적 특성을 지방사(地

方史)4)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미오오시

마 고미나토， 오키나와 야부， 미야코의 이라부지마라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

들의 역사적 삶 속에서 남게된 문서 소위 고문서(古文書)라는 한정된 자료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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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나아가 국가라는 커다란 조직의 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 지역의 촌락에 어떠한 종류의 고문서들이 남아 있으며， 그

러한 문서들이 남게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를 추구하는 작업은 ‘새로운 역사’로 ‘민

의 생활사’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이 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과거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기록하려 했

으며，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

답은 그 자체가 그들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나아가 이는 수량의 다소와 질적인 변

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키나와 지역이 지니는 문화， 특히 고문서의

한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글에서는 1950년 이전의 문서만을

고문서로 취급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아마미오오시마 고미나토의 古文書와 內容

1 鷹家文홉의 種類와 性格

憐家文書는 小樓村落에 거주하고 있는 購 重俊(80歲)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이

4) 최근 국내학자들 간에는 지방사， 지역사란 용어를 혼용해 쓰는 경향이 많다. 지방은

중앙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선 ‘지역사’로 불리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향은 일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석규는 ‘지역

연구’의 본질이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나라에 대하여 여전

히 지배력올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새로운 학문으로， 본래 지역연구는 학문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정책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란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고석규， 1998,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

색”， 『지방사와 지방문화1J ， 역사문화학회， 학연문화사，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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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래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장자였던 형 隆夫가 보관해 왔는데， 형마져 10여 년

전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憐 重俊이 보관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역시 80세의 고

령으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박물관， 교육위원회 둥 관련기관에서 빠

른 시일 내에 정밀한 조사가 요청된다.

이 집안은 小覆村落의 대표적인 鄭士格이었으므로 소장 문서가 일찍 체계적으로

조사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버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小樓村落 주민과 憐家

와의 관계， 나아가 憐家와 사츠마 한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문서들

이 보관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憐家에서 소장해 오던 대부분의 문서들은 1945년 전쟁 당시 미군의 공격을 피하

기 위하여 마을 주변 산 속에 숨어 지내는 도중에 큰 태풍으로 임시 거처가 파산되

면서 유실되고 말았다. 현재의 문서는 당시 남은 소수의 문서와 그후 집을 개량하

면서 벽지로 벽에 붙여 있던 것을 떼어낸 문서이다 . 따라서 문서의 현존 상태는

매우 불량한 상황이다. 즉， 문서가 섬하게 서로 뒤섞여 있고， 낙장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난해한 古語가 군데군데 흘림체로 들어가 있어 일본 고문서

를 접해보지 못한 펼자로서 판독할 수 없는 문서들이 상당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購家文書의 종류 및 그 성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圖 1> 憐家 家繼圖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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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가계도는 평성 7년 吉日에 憐 隆夫， 憐 重俊 형제가 같이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r購家繼

圖」를 참조하여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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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 13년에 港美大島에서는 憐家 둥 62명이 연명으로 士族에 편입시켜 줄 것

을 당국에 진정함.

1) 宗門手tL改 文書

이와 관련된 문서는 20여 장에 해당하나 완결된 문서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

다. 宗門手tL改 文書 중에 완결된 문서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宗門手tL改의 記載 例>

r當五十七歲 輝宗 名頭6)(男子) 作善仁

同五十歲 右同 右쫓 思、滿金

同十八歲 右同 右女子前口口過 米松

同十一歲 右同 右男子 ζ太郞

同좋歲生子 右同 右男孫 均，z，過

同七歲生子 右同 右名子女 方過

右威人gPtL細改以後生子

同四十五歲 右同 右名子男前名前善久 前善

右9따L細改二者同間切伊律(部)村名頭龜加那

名子男;j:L申請候得其對談之上此節右家內江入內也

一合 男女七人

內

男三人

女옮人

生男萱人

生女훌AJ 7)

사츠마는 1635년(寬永 12)부터 睡摩灌 내에 대한 宗門手tL改~ 제도를 실시하였

다. 그 후 1866년(慶應 2)까지 31회에 걸쳐 宗門手;j:L을 행하였다.8) 그 목적은 크리

6) 사츠마 한이 토지를 나누어서 세대주들에게 경작권을 지급하였는데 名頭는 토지에 소속된 세

대주를 지칭한다

7) 이 자료 중에 ‘때깨L이 나타나는데， 사츠마가 ‘째’에 宗門手:fL올 행한 것은 1699년과 1831
년인데， 이 자료에 나타나는 ‘째’年은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띤 이

자료는 그 다음에 宗門手:fL 이 행해진 1838년 즉， ‘않’에 행해진 宗門手:fL로 생각된다.

8) 이에 대해서는 金城 善 「훌훌慶 • 道σ) 島 • 짧球~~쉰 It .Q 宗門手:fL改Ii) ι -J1t、 lJ 참조. 그러

나 일부의 학자는 30회 또는 32회라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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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교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健R훌훌홉 내에서는 宗冒， 姓名， 연령 등을 기

록한 木ifL을 各人에게 주었으므로 신분증명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명서는 여행， 혼인， 入籍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이 憐家 가문에 남게된 것으로 보

인다.

2) 口上覺 :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문서로 25여 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r安政四年E三月 IE.春諸人方出入|帳/脫 嘉久 J : 1857년 3월에 작성된 문서로 憐

家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대출해 준 대금의 출입 현황을 적어 놓은 문서이다. 그러

나 그 張數는 문서가 각기 낱장으로 흩어져 있거나 찢겨져 있어 정확히 알 수 없

다.

4) r嘉永四年二月/종春小훌村細歡士物害u付橫折/提9) 領恐J : 1851년 2월에 작성된

문서로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용은 小覆村에서 睡摩훌훌에 바칠 세금올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씩 부과한 것인지를 적어 놓은 것이다.

5) r 훌永죠子굶春/公私留/提鎭뿐、J : 1852년 1월에 작성된 것으로 妙健 재배 둥

憐家의 제반 사항과 관련된 公私留 즉， 일기장으로 추정되지만， 그 張數 및 내용은

각기 흩어져 있어 알 수가 없다.

6) 기타

@ 명치 18년에 작성된 제목이 ‘記’라 된 문서는 憐家와 大原岩廣 집안과의 토지

분쟁에 대한 내용의 문서이다. 즉 大原岩廣이 憐家의 토지에 水車를 장기간 설치하

자， 購家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大原岩廣는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 토

지는 마을 주민들이 憐家 토지라 증명해줌으로써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 명치 27년에 憐家에서 大島郵興業妹式會社에 5樣[35門]을 출자한 것과 관련된

영수증이 남아 있다. 이는 당시 흉美大島를 왕래하는 선박회사는 오오사카와 가고

시마에만 있었는데， 명치 27년에 ￥흉美大島 자체에서 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 소화 17년 2월 1 일 憐家에서 塵兒島縣知事에게 토지개간을 청원하는 문서와

이를 허가하는 내용의 문서로 1책 10-장(가로 20.OcmX세로 28.Ocm로 되어 있다.

2. r講」 빼係 文홉의 性格

小醫村落에는 保呂講， 中間講， 未中講 둥 세 개의 講이 존재하고 있다. 이 세 개

의 講은 주민들이 3개의 무덤을 각기 조상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결성

된 것이다. 그런데 무텀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는 것으로 보인

9) 提은 投員올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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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는 시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유구인이 이 곳에 표착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

여 주민들의 상당수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주민들이 3곳으로 나누어 매장

하였다는 것이다 10) 다른 하나는 어느 곳에서 흘러 들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을 해안가에 많은 시체가 떠올라와서 이를 3개의 무텀으로 나누어 매장했다는 것

이다 111 마지막으로는 海戰이 마을에 침입하여 재물을 약탈해 갔는데， 이때 마을 주

민들이 이에 대항하자 해적들이 사살한 주민들의 시신이라는 것이다 12)

1) 保呂講 文書(현재 田細갯L治가 관리)

CD r元帳(昭和三十 A年 轉記)/昭和二十六年十月十八日康申/保呂講會員名購 J (I책

28장， 가로 20.3cmX세로 26.5cm) : 保呂講에 소속된 99戶의 명단이다. 기재내용은

호주와의 관계， 民名， 생년월일， 입회일자， 觸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CZ) r 昭和三十A年 /康申/保呂講帳J(가로 17.7cmX세로 25.2cm) : 제사비용 및 保

呂講의 자금 운영에 대한 收 · 出入 장부이다.

®r昭和三十八年 /康申/保呂講帳/會員名輝J (가로 17.7cmX세로 25.2cm) : 소화

38년 保呂講 원장의 회원명부를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기재

내용은 호주와의 관계， 民名， 생년월일， 입회일자， 體에 대한 사항으로 @의 문서 내

용과 같다.

2) 中間講 文書

CDr明治四十三年|日九月二十日/中間講會人名輝J(l책 87장 가로 13.0cmX세로

37.5cm) : 명치 43년 9월 20일(음)에 작성한 회원 명부 및 협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다.

CZ) r 集講所及看用意者記載I帳/中間講之帳J(가로 16.7cmX세로 24.3cm) : 명치 44년

-소화48년， 소화 55년-소화 57년， 소화 59년， 소화 61년의 集講所及看用意者記載帳

이다.

10) 高山好和民 (57歲)의 口述.

11) 果前光民(66威)의 口述.

12) 永田辰男民(70歲)의 口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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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中間講/昭和죠十九年以降J' 일반노트(가로 18.0emX세로 25.Ocm)에 기재된 것

으로 소화 59년부터 평성 10년까지의 회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

로는 회의 일시 및 장소 간사장 및 간사 명단 협의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3) 未中講 文書(현재 永田辰男 관리)

φr昭和六年康申 日 以降/未中講實付臺 I뼈*中講取投 J (l책 6장，13) 가로 16.&mX24.0

em): 대부금과 觸費 출연 내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목에는 소화 6년이

라 되어 있으나 실지 대부금 관련 내용은 소화 5년부터 ·기록되어 있다. 즉， 소화 5

년에서 소화 13년， 소화 15년， 소화 16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

부년월일， 대부금， 대부자， 대부금 상환년도 둥으로 구분해서 기재해 놓았다.

觸費 출연 내역 추정되는 자료는 소화 25년 10월 11일에 작성된 것인데，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호주 10門 가족 2門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iJi.中

講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출연한 금액을 가호별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명

단이 모두 55명인 것으로 보아 소화 25년 당시 末中講에 소속된 호수는 55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CZJr昭和七年以降/末中講人名傳/iffi中講會J (가로 16.&mX세로 24.0em) : 제목에는

소화 7년이후의 회원명부라 되어 있으나 명치 31년부터의 회원 변동 사항을 매년으

로 구분하지 않고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각 회원명부 여백에 기록하고 있

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 명부 전에 *中講의 운영과 관련된 몇 개

의 조항이 나타나 있어 小훌村落의 講 운영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제사의 방법으로 회원간의 상호 尊몇， 매월 삭망에 묘소에 가서 제사하는 호주

3인을 선정하여 1년간 그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경신제 때에는 모두

묘소에 모여 청소하고 참배하였다. 다음으로 人數點檢의 方法으로 매년 康申察마다

남자 15세 이상은 인명부에 둥록하여 제사 의무를 행하도록 하였고， 關子가 없을

경우 여자가 다른 집안에 시집갔을지라도 그 여자를 인명부에 기재하여 그 자손 1

인이 영구히 제사를 대행하도록 하는가 하면， 매 경신제 때에 다른 喪屋에 양자간

사람은 인명부에서 삭제하였다.

그리고 察훌會費와 관련해서는 자손의 번창을 위하여 喪屋 참배 후에 察훌會를

개최함， 매년 사람을 정하여 술， 야채 동을 준비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諸事始末

의 방법 항목에서는 제사인 및 察훌會의 예물 담당자는 호주 3명을 1년씩 선정하여

13) 본래 28장으로 l책이 묶어져 있으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6장뿐이며， 나머지는 空紙이

다. 그리고 6장 가운데도 2장은 대부금 관련이나 나머지 4장은 開費 출연 내역파 과련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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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행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경신제의 察훌會料를

정하여 징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문서의 말미에는 명치 32년-명치 36년， 명치 40년-대정 16년， 소화 3년-소화

8년의 開人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開人은 순서에 따라서 매년 교체되어 나갔다.

<表 2> $中講 構成員의 居住地와 戶主의 身分(明治 31년 9월 10일(음) 경신제)

F魔풋 小樓村 西{매勝村 朝戶村 名懶觸村 戶口村 城村 西件間村 計

戶主(人) 53 10 4 3 6 1 78
A 口(人) 97 15 9 7 8 3 140

戶主의|士族 l

身分 | 平民 53 10 4 3 5 77

®r昭和八年度康申以降/觸費順짧人名灣/$中講取級 J (l책 8장， 가로 16.5cmX세로

24.3cm) : 소화 8년~소화 39년， 소화 43년~소화 47년 당시 觸費(제사 예물 비용)

담당자 명단에 대한 기록이다. 소화 40년에서 소화 42년까지와 소화 48년 이후의

뼈費 담당자 명단은 누락되어 있다.

3. 小훌校 關聯 文홈의 륙징

小樓小學校는 명치 5년 7월에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127주년을 맞는 名懶市에서

는 가장 먼저 건립된 학교이다. 그러나 학교 창설과 관련된 문서는 확인할 수 없었

다.

CDr 明治三十六年以降/屬歷書X혔/其 σ)一 小漢尋常(탈락L (l책 276장， 가로 20.0cmX

세로 27.5cm) : 명치 36년 이후 小樓小學校(당시는 심상학교)에 부임했던 선생님들

의 이력서를 묶어놓은 것이다.

。 r明治四十三年三月以降/후業證書臺帳/小樓小學校J(가로 19.5cmX세로 27.5cm)

: 명치 43년에서 소화 61년까지의 졸업생 명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증서번호， 졸

업년월일， 주소， 호주와의 관계， 民名，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r昭和二年三月以降/쭈業臺帳/(高等科)小樓國民學校J (가로 20.OcmX세로 29.5

cm) : 小漢國民學校 고둥과 졸업생들의 명부이다. 시기는 소화 2년 3월부터 소화

23년 3월까지의 기록이다. 즉 제 1호 田뼈田次郞에서 마지막 제243호 高혼 τ 에 이르

기까지 증서번호， 졸업년월일， 주소， 호주와의 관계， 民名， 생년월일 둥이 기재되어

있다.

@r昭和十年作製/學校핍童誌/(永年保存)小뚫小學校J (가로 19.0cmX세로 27.O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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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연혁， 學林地 둥의 학교 소유 부동산， 그리고 1947년 소학교 합병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및 중학교와의 합병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퉁이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다. 이 자료는 지역주민들의 학교 지키기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여 준다.

III . 오키나와현 나고시 야부촌락의 古文書와 內容

오키나와현 나고시 야부촌락에서 확인된 1950년 이전의 고문서는 모두 57점에 이

른다. 그러나 이는 미확인된 각 집안의 장례문서를 포함하게 되면 더 발견될 수 있

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각 가문별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편의상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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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久護家 所藏 文書

文書名 作成年代 關聯者
크기(가 面

內容
로x세로) 數

出觀中日記 1884年(明治 17) 숱읍本久明
20.Ocm x

32
토지소요사건 당시 縣廳

27.Ocm 출두와 관련된 기록

請地高入之義 f-: 19.6cm x
토지소요사건 당시 문제

付細願書
1잃5年(明治 18)

27.5cm
16 의 토지에 대한 생산가능

량과 면적기록

7 →t r'J 原細指令
舊光縮10年 12月 地主屋部

20.Ocm x
토지소요사건 당시 문제

濟日 I帳續
18 日， 明治 18年 村

27.Ocm
18 의 토지였던 7 -ttr'J 原과

(1885) 1月 28 日 뚱本久明 관련된 기록

f±明淸地反別井 1887年(明治 20) 1
품本 f-: 한

19.Ocm x
20
f±明地에 대한 생산량 및

高現~t平t反本位 月 11 日 27.Ocm 세금에 대한 기록

私之所持f±明細
1875年(明治 28)

19.5cm x
후入表寫取帳

ζ未 舊2月 吉日 품本 f-:~
27.Ocm

84 f±明地에 대한 기록

寫之

f±明本立#屋部
19.5cm x 81~明地를 확인하는 내용

村山휴那?뼈日 未詳

記寫
26.Ocm 의 문서

遺言書
1875年(明治 28)

뿜本 f-:~
38.5cm x 1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

己未 7月 9 日 27.Ocm 장 산을 모두 준다는 내용

阿 L왕 It開修南
1881年(明治 14) 9

20.Ocm x 阿 l~'t를 수리하는 사

之時諸事日記
月， 舊光績 7年 辛 품本↓:추

27.5cm
44
용된 제반 내용올 기록

69月 27 日

f매屋普淸之時諸 1882年(明治 15) 8
품本 f-: 한

19.5cm x
18
집안 형제의 집을지으면

事日記帳 月 26.Ocm 서 사용된 제반 내용

本家新藥之時日 1906年(明治 39) 18.3cm x
집올 신축하는데 사용된

記 舊8月
품本久링II

26.5cm
80 재료， 작업일수， 친척의

부조 내용 기록

元祖歷代日記
1930年(昭和 5) 寫

품本久訓
19.5cm x

26久護家 家系에 대한 기록
替 27.7cm

茶m帳
1921年(大正 10)舊

품本久링II
8 품本久訓의 祖母 장례시

大표9年 12月 11 日 行列 순서

茶尾帳
1921年(大正 10) 4 뚱本1J' t/)(오후 1시 사망，

12月 3 日 사망 4일 오후 2시 장례)

茶뽑帳
1945年(昭和 때 4 품本져i 좋 (오후 1:30 사망，

12月 26 日 사망 27일 오전 11시 장례)

民間由來記寫本 戰前 昭和年間

王代記寫本
1884年(光縮 21) 6 19.5cm x 62

유구 및 중산왕의 연대기
月 27.5cm 장

毛~先祖由來記
1891年(光總 28)

寫本

中山歷史 刊本 1~年(明治 41) 5月
19.3cm x 24

유구역사의 왕대기
26.Ocm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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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뿜本政雄家 所藏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面數 內容

茶尾帳
1816年(훌慶 21) 6月 27 日

34
前東江親雲上쫓(6월 27일 밤 4시 사망，

사망 28일 장례)

茶뚫帳
1892年(明治 25)11 月

8
前{매暴久親雲上01월 11일 밤 5시

11 日 사망 사망， 동일 8시 장례)

茶뽑帳
1898年(명치 31) 舊8月

6
故久候쫓(8월 10일 西時 사망， 11 일

10 日 사망 8시 장례)

茶尾帳
1909年(明治 42) 舊 聞2月

6
뿜本久安(구2월 13일 오후 3시 사망，

13 日 사망 14일 오전 10시 장례)

茶뚫帳
1918年(大正 7) 舊9月

10 故품(?)(사망 ?, 동일 정오 장례)
16 日 사망

3) 뿜本光雄家 所藏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面數 內容

茶尾帳
1904年(明治 37) 舊5月

6
뿜本盛平(5월 3일 아침 4시 사망， 동일

3 日 사망 오전 12시 장례)

茶뚫帳
1924年(大正 13) 舊 10月

8
뿜本盛保母00월 6일 오후 8시 사망，

6 日 사망 7일 오후 1시 장례)

茶m帳
1930年(昭和 5) 舊1月

16
뿜本盛一 1월 20일 오전 10시 사망， 동일

20 日 사망 오후 5시 장례)

茶뽑帳
1933年(昭和 8) 舊 3月

8
품本盛正(3월 28일 오전 11 시 사망，

28 日 사망 동일 오후 4시 장례)

茶뽑l帳
1936年(昭和 11) 舊11月

10
뿜本盛善 (11 월 5일 오전 10시 사망，

5 日 사망 동일 오후 5시 장례)

茶題帳
1939年(昭和 14) 舊8月

1장
뚱本~‘7子(8월 6일 오후 3시 사망，

6 日 사망 통일 장례)

1944年(昭和 19) 8月 17 日
품本盛康 (34세)， 쫓(20세)， 장남

茶많帳
사망

6 盛春(2세) 대동아전쟁으로

南洋+T -1 /-IC에서 사망

茶尾帳
1944年(昭和 19) 8月 17 日 품本/、 -;-(35세) 대동아전쟁으로

사망
6

南洋+T l' /-{에서 사망

茶昆帳
1945年(昭和 20) 4月 25 日

12
崔本盛保 (4월 25일 오전 9시 사망， 동일

사망 오후 8시 장례)

茶뚫帳
1945年(昭和 20) 11月

3장 뿜本盛保의 장례시 香實I帳
25 日

茶題帳
1945年(昭和 20) 11月 뿜本盛保911월 25일 오전 9시 사망，

25 日 사망
4

동일 오후 4시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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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喜友名屋 所藏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面數 內容

茶뽑帳
1843年(道光 23) 1 月 25 日

4
(?)(1월 25일 오후 8시 사망， 26일

사망 8시 장례)

茶뽑帳
1879年(光績 5) 6月 16 日

4
我如古옳親雲上많(6월 16일 8시

사망 사망， 17일 8시 장례)

茶뽑帳
1891年(明治 24) 2月 20 日

10
比嘉盛홉 (2월 20일 오후 7시 사망，

사망 21 일 8시 장례)

茶뽑帳
1913年(大正 2) 舊11月 29 日

6
比嘉嘉吉母(1 1월 29일 오후 7시

사망 사망， 12월 1 일 오후 1시 장례)

茶많帳
1920年(大正 9) 舊3月 18 日

6
(?)(3월 18일 오후 5시 사망. 19일

사망 오후 2시 장례)

茶昆帳 1925年(大正 14) 聞4月 21 日 4
比홉十시(4월 21 일 오전 5시 사망，

동일 오후 1시 장례)

5) 川之端 · 比嘉義光家 所藏 文書

文書名 年代 關聯者 面數 內容

흉所f土立諸事 1873年(同治 12) 4月 伊地味親雲 1책 묘소를 만들 때 이에 참여한

日記 - 5月 上 9장 사람이나 부조의 내용을 기록

買物帳 1949年 舊1月 13 日
1책

比훌 rjν 장례시 산 물건 기록
2장

1915年(大正 4)
比嘉 rj ~ 사망 및 장례기록 (10월

茶昆 l帳 1장 15일 오후 7시 사망， 10월 16일
舊10月 15 日 사망

오후 2시 장례)

茶뽑帳
1919年(大표 8) 舊5月

1장
比嘉義놈 (5월 1일 오후 11 시

1 日 사망 사망， 5월 2일 오후 3시 장례)

茶많帳
1946年 舊8月 13 日

4장
比嘉?ν(8월 13일 오후 9시

사망 사망， 8월 13일 오후 2시 장례)

茶m帳
1949年 舊1月 12 日

4장
比嘉 rj~ (1월 12일 오후 4시

사망 30분 사망， 13일 오후 2시 장례)

茶뚫帳(燒香
1949年 舊l月 13 日

l 책 당일 燒香者 名續， 5門 (87명 ),

者帳) 5장 10門 (2명 ), 100門(l명 )

-235-



6) 뿜本#좋子家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關聯者 面數 內容

茶뽑帳
1863年(同治 2) 2月 12 日 前暴久大屋子 (2월 12일 밤 4시

사망
16

사망， 13일 ?시 장례)

茶尾帳
1870年(同治 9) 6月 14 日

14
大暴久親雲上쫓 (6월 14일 밤 7시

사망 사망， 15일 8시 장례)

茶뽑帳
1879年(光總 5) 3月 3 日

16
前暴久大屋子훌 (3월 3일 9시

사망 사망， 4일 8시 장례)

元祖傳來記
1935年(昭和 10) 舊7月

뿔本太松 10 「石根 크 I) 元祖細供 ;,,- 갖 時書」
6 日 작성

7) 比嘉勳家 文書

文書名 作成年代 面數 內容

恩、納間切山田村#首里浦
1893年(明治 26) 舊7月 5개 마올에 있는 神에게

‘없中城高領排神 m作一門 26
排하는 것과 관련된 문중일기

中日記
26 日

今歸仁城排神親作一門中 1899年(明治 32) 舊8月
12

今歸仁城에 있는 神에게

日記 10 日 排하는 문중일기

m作屋祖先位牌記 未詳
선조에 대한 위패와 관련된

기록

8) 宜保榮次郞家 文書

文書名 死亡年代 面數 內容

茶뿜帳
1876年(明治 9) 11月 10 日

3장
宇f흉住親雲上 01월 11일 4시 사망，

사망(59세) 12일 8시 장례)

茶뚱帳
1888年(明治 21) 9月 15 日

3장
宜保(9월 15일 오전 6시 사망， 동일

사망(36세) 12시 장례)

茶뽑帳
1908年(明治 41) 舊12月

2장 女'7 ν <12월 6일 사망， 7일 장례)
6 日 사망

위의 내용을 토대로 <표 3>과 <표 4>을 작성하였다. 먼저 <표 3> 야부촌락 古

文書의 所藏處別 現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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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야부촌락 古文書의 所藏處別 現況 單位:件

싫露견혈 훌훌文훌 土地文훌
土地훌훌훌

建훌日記
先훌·門 흥門由 民間由 遺롬

計
훌件文훌 中文훌 來文훌 來記類 文홉

久훌흥 3 3 3 3 1 4 1 18
뽑本政雄家 5 5
뿜本光雄흥 11 11
홈友名屋 6 6

川之端·比훌 60件
1 7

훌훌光家 買뺑帳)

뿜*T좋子家 3 1 4
比경톰動흥 3 3

宜保榮次郞흥 3 3
計 37 3 3 3 4 2 4 l 57

屋部의 富豪였던 久護家 소장 문서가 18건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다른 집안에

비하여 소장 문서도 다양한 편이다. 뿜本政雄家 5건， 뿔本光雄家 11건， 홈友名屋 6

건， 川之端 • 比홉養光흥 7건， 뿜本후홍子家 4건， 比훌했家 3건， 宜保榮次郞家 3건으

로 모두 57건이다. 그러나 57건 중에 舞嚴 판련 문서가 37건으로 거의 2/3에 해당한

다. 즉 대부분의 문서가 장의 관련 문서인 셈이다. 그리고 이들 문서는 모두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의 문서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간에 주고

주고 받은 문서들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1899년(명치 32)이전에 토지사유재산제도

가 백성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

디까지나 토지매매문서에 국한된 것이다. 그 이외로 얼마든지 개인간에 문서의 교

류가 있었겠지만 그 중거를 찾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표 4>를 통해 야부촌락 古文書의 內容別 • 時期別 現況올 보자.

<표 4> 야부촌락 古文書의 內容別 · 時期別 現況 單位:f牛

앓훗
1879年(明治 12) 以前 1879年(明治 12)-1950年(昭和 25)

未詳 計
1810118401186011870 18801189011잇)() 11910119201193011940-50

홍종옳文書 l 1 4 3 3 4 3 4 10 37

土地文훌 l l 3

土地훌훌擾
3 3

事件文書

建藥日記 2 3

先훌·門
1 2 4

中文훌

家門由 2 2
來文훌

民間由
l 4

來記類

遺즘文書 l l

計 l 7 8 6 b 4 5 6 10 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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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총 57건 가운데， 장의 관련 문서가 37건， 屋部 토지소요사건 관련 문서 3

건，tt:明地 관련 문서 3건， 건축일기 3건， 선묘 및 문중 관련 문서 4건， 가문유래 문

서 2건， 민간유래기 문서 4건이다. 그리고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면， 1879년(명

치 12) 이전의 문서가 10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그 이후의 문서이다. 그리고 시기

적으로 가장 오랜 고문서가 1816년으로 그 이전의 고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의 신분이 당시 일반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문서를 소지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

었던 것과 연관된다.

장의 관련 문서 37건 가운데 1879년 이전의 것은 7건아며 대부분은 그 이후이다.

이는 1879년 이후 조상에 대한 봉사의식이 강화되어 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의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망 및 장례시간 부조자 명단 및 물건이나 금액， 그리

고 49제， 1년， 3년， 7년， 13년의 주기 제향 관련 기록올 추가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屋部 토지소요사건 관련 문서 3건은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해서 久護家와 주민간에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작성된 내용의 문서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

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任明地 관련 문서 3건은 이 역시 토지소요사건이 발생하

면서 久護家 소유의 사명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縣廳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久護家

집안 관련 내용만 久護家에서 작성해 옹 것이다.

건축일기 3건 역시 久護家가 소장하고 있는 문서로 건축의 수리 및 신축에 쓰인

재료， 작업일수， 부조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r本家新藥之時日記」와 r {I뿌屋

普淸之時諸事日記!帳J 는 현재 縣指定文化財로 되어 있는 건물과 함께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다

선묘 및 문중 관련 문서 4건은 조상에 대한 공양 및 위패에 대한 기록과 돌아가

신 분의 뼈를 洗骨해서 넣을 경우 언제 넣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뼈인가

를 구분하기 위하여 조상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명백히하기 위하여 작성되

었다. 그리고 묘소를 만들 때 부조자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가문유래 문서 2건은 사족신분으로의 상승 또는 가문의 위상 제고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집안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를 계승한

사람만 기록하였다. 민간유래기 4건은 久護家 집안과는 관련없는 문서로 이 집안에

서 선조를 찾는 작업의 과정 중에 선조를 유구 국왕과 관련해서 찾아보려는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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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 신분의 상승을 시도한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유언서 1건은 아들이 일찍 사망하자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문

서인데， 유언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 즉 手決이 없다. 단지 필체로

유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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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미야코 이라부지마의 고문서와 내용

「伊良部村勢一班」 의 체제와 그 특성

1. 이라부지마의 역사적 변천

이라부지마는 하마구리(조개 대합의 일종) 형태의 평탄한 두 개의 융기 산호초로

미야코의 서북 해상에 위치한다. 이라부지마의 면적은 30,48knf, 가장 높은 곳이 남

동쪽으로 표고는 88.8m의 목산(救山)이다.

伊良部島의 島名은 문헌상으로 伊良部 외 에 伊良保 · 惠良保 · 日 南浦 · 伊羅夫 · 伊

羅沒 둥으로 나타난다. 현재까지 이라부지마-초(伊良部메)에서 원시시대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13-14세기 경 초에 사람들이 이통

해 와서 촌락을 형성하였다. 주민의 입도는 미야코흔또(宮古本島)， 이케마지마(池間

島) , 이또만(系滿) 둥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에 이라부지마에 이주

하여 거주한 것은 1308년 救山 아래로 宮古本島에서 일어난 按司達의 항쟁을 피하

여 이주한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1308년에 宮古本島 久松의

野뼈村， 下地뼈의 久貝 사람들이 이라부지마에 이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후 가고시마겐(塵兒島縣)의 오키에라부지마(빼永良部島) 출신 大世主願이라는 사

람이 주민들을 거느리고 사화타(佑和田) 元島에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이라부 지마

의 북동쪽에 있는 住良끊은 池間島에서 1720년 경에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되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라부지마에 처음 입도한 사람들은 처음에 이라부지마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救

山 일대에 단계적으로 촌락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당시의 집 터로 추정되는

이시가키(石桓)와 식기로 사용했던 조개껍질 편이 이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 후 사람들은 생활의 편의를 구하여 이라부 원도(元島)로 이동하였다. 元島

근처에 있는 동굴 내에는 물이 흘러나오고 부근 밭과 들판이 덜리 분포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용이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일대에서 확인되는 도기파펀과

조개껍질， 고묘(古흉) 둥이 이러한 추정올 입증해 준다. 그리고 그 후에 이라부 원

도(元島)로부터 현재의 伊良部 · 뺀地로 이동하여 정착하였다.

근세에 이르러 이라부지마는 「양도회도장(兩島續圖帳)J 에 의하면， 이라부지마에

는 國f中村， 쿠가이무라， 니시무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금[石高]은 254여 석이다. 건

륭 31년(1766)에는 이라부무라(伊良部村)로부터 f매地村， 住和田村으로부터 長파村이

分村되어서 이라부지마는 國件 · 伊良部 · 件地 · 長않 • 住和田 5개 촌이 되었다.

1600-1800년대는 기근 태풍 한발 질병의 자연재해가 많았고 인두세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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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올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2. 김비의 일행의 표류와 이라부지마

성종 8년(1477) 2월 1 일 제주목사 鄭亨의 명을 받아 진상용 감률을 싣고 제주를

출발한 선박이 추자도 부근에서 동풍을 만나 표류하였다. 여기에 타고 있다 생환된

金非衣 · 姜成 • 李正 둥은 모두 뱃사공들이었다. 표류 도중인 2월 11 일에 金得山이

기근으로 사망하였고， 2월 14일에 요나구니(與那國島， 允伊島， 聞伊是摩)에 표착하였

다. 그 과정에서 현세수 · 이청비 · 양성 · 석이 • 조재봉 둥이 익사하였다. 이들은 요

나구니에서 6개월간 체재한 후에 所乃島[西表島租納]에 5개월， 波照間島 1개월， 新

城島 1개월， 팀伊是騙島(?) 1 개월， 多良間島 1개월， 伊良部島 1개월， 宮古島[흉高是

麻] 1개월 체재후에 유구국을 거쳐 훌훌摩州의 여러 섬과 一破島 · 對馬島의 여러 섬

을 경유하여 표류한지 2년 3개 월 여만인 1479년 5월에 염포에 도착하였다. 이에

성종은 홍문관에 명하여 이들이 그간에 보고 들은 내용을 구술하도록 하여 표류의

전말올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표류의 전말 내용에는 그들이 체재했던 각 지역의

형숭 · 풍토 • 의복 · 언어 • 음식 • 거실 · 농작물 · 가축 · 날짐승 · 곤충 · 재목 · 채소 둥

은 물론 유구국에서의 생활 동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라부지마에 국한된 내용만 간략히 소개해 보자. 김비의 일행이 이라

부지마에 머문 것은 1개월 정도였다. 우선 섬 이름이 伊羅夫是摩， 伊羅波島 둥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이는 음을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라부지마의

둘레를 한 바퀴도는 데에 2일 정도가 소요되며， 지형은 평평하고 산이 없었다. 이라

부지마의 언어 · 음식 · 거실 · 토풍은 요나구니와 같고 의복은 多良間島와 같았다.

부인들은 水옮으로 된 구슬을 목에 걸고 다녔으며， 농작물로는 기장 · 조 • 밀 • 보리

와 벼가 있는데， 벼는 보리의 1/10정도의 생산량이었다. 작은 산골짜기가 잇어서 종

려나무 · 뽕나무 · 대나무가 있었고 또한 재목도 있었다. 집에 쥐가 있고， 가축으로

소 · 닭 · 고양이를 기르며， 소는 잡아 먹는 데에 닭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러나 이라부지마 사람들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닭고기를 먹지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술을 빚는 데에는 쌀 누룩을 사용하였고 날짐승으로는 갈매기 ·

해오라기 • 황작 · 비둘기가 있었으며， 곤충으로는 모기 • 파리 · 달팽이가 있는데， 달

팽이를 삶아 먹고 뱀은 없었다. 채소로는 마늘 • 토란 · 생강이 있었다는 것이다.

3. r伊良部村努一班」 의 체제와 그 폭성

1) 현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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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사본으로 1책 27장， 가로 17.0cm x 세로 25.0c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맨 뒤의 2

장은 파손되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황이다.

2) 작성연대

표지에 「大正八年六月」 이라 되어 있어 이 地誌의 작성연대가 1919년 6월에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소장자

구리마 나리쪼기(來間成次)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데 그 연유는 20여 년 전에

『伊良部村史』 를 편창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한 편찬위원으로부

터 수집된 것이다.

4) 작성자

표지에 「大正八年六月/伊良部村勢一않/伊良部村長」이라 되어 있으며， 문서 작성

에 사용된 용지에 「宮古都村投場」 이란 글자가 문서 각 장에 인쇄되어 있다. 따라

서 伊良部村長이 宮古都村投場이라 새겨진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문서로 생각된

다. 즉， 伊良部村長이 소관 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일

종의 私擺地誌、이다.

5) 체제 및 내용

「伊良部村勢一짧」 은 크게 士地部， 氣象部， 人口 · 戶數部， 物塵部， 交通部， 兵事部，

衛生部， 學事部， 歡業部， 村治部， 諸團體部， 雜部 등 127H 부별항목과 87개의 소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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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5> r伊良部村勢一預」 의체제와주요내용

부별항목
소항목 주 요 내 용

(部別項目)

1. 위치
동경 약 122' , 북위 약 24' , 오키나와 현에서 서쪽으로 약

180리， 미야코지마에서 서쪽으로 약 6리

토지부 2. 주위 이라부지마의 둘레 6리 28정(田n

(土地部)
3. 면적 2萬里 4分 4庫

田-6정보， 뼈-2，048정보， 택지 -146정보， 염전 -7정보， 연못-2

단보， 산림 -103정보， 목장 274정보， 삼림 -1207정보잡종지 -2

4. 토지 지목별 면 정보 합계 3，697정 보

적 有租地 3，489정 보， 免租地 235정 보， 官有地 8무(빼 )26보

1호당 3정보(細 1정 6반보)， 1 인당 5반보(뼈 3반보)

地價 합계 -83 ，868띄

5. 산악， 하천

기상부
1. 기온 최고 화씨 93' , 최저 52' , 평균 78' 5 ’

2. 천기 맑은 날 234 일， 비 67일， 흐린날 64일
(氣象部) 3. 풍위 동풍 57일， 서풍 14일， 남풍 150일， 북풍 144일

인구·호수
1. 본적인구 남 3.992, 여 3.839. 합계 7.831人(여자 100인에 남자 108인)

2. 현재인구 남 3,992, 여 3,908, 합계 7.900人(여자 100인에 남 102인)

부(人口 戶 伊良部 184호 953인， {며地 169호 894인， 國{대 95호 514
數部) 인， 長뽑 213호 1 ，226인， 住和田 227호 1，122인， 池間뚫 262

3. 자별(字別) 인 호 1318 인， 前里행 껑0호 1 ，844인

구호수 참고) 伊良部 186호 523 인， ↑매地 174호 또0인， 國件 223호

661 인， 長홈 324호 838인， 住和田 212호 닮3인， 池間、밟 502

호 1 ，531 인， 前里激 871호 2，538인(명성 12년 5월 31 일 기준)

4. 본적호수
사족 559호， 평 민 633호 합계 1，1 92호

호당 평균 인구 6.57인

5. 현거주호수
남 호주 1，잃3호， 여 호주 107호 합계 1.390호

호당 평균인구 5.68인

6. 직업별호수
농업 755호， 공업 3호， 상업 32호， 어업 329호， 많 154호， 농

어 업 110호， 농상업 39호， 농공업 6호， 農뺀 12호

7. 선거권구
8. 대정7년 출생자 남 187인， 여 200인 합계 387인

9. 대정7년 사망자 남 78인， 여 84인 합계 162인

10. 대정7년 인구
남자 110인， 여자 116인， 합계 226인

증가

11. 혼 • 이혼 혼인 130건， 이 혼 18건

1. 농산
고구마 (6，998文»조 (6，320» 콩(4，430» 사탕수수 (2 ，959» 기 장(2

.220»보리 (1，염0» 과일 (l00)

물산부 2. 축산
말 1 ，328필 (6만엔). 소 608두(2만엔). 돼지 3，110마리 (2만엔)，

(物훌部)
산양 846마리 (2천엔)

3. 수산 가쪼오부시 (7만엔). 생어 (3만엔). 패류(6천엔). 기타(l만엔)

4. 임산 재목， 장작， 숨 둥 900엔

5. 부산(副塵) 직 물， 계 란 둥 18.8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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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출품 액수 농， 수， 축산 31만엔(이출 초과액 1만엔)

주류 (4만 5천 엔)， 담배 (13 ，αR엔)， 석 유(12，00엔)， 경유(2만5

천 엔)， 면， 다시 마류(8천 엔)， 차(茶 )(4천 엔)농구류 (4천 엔)， 포

7. 이입품 액수 목류(4만엔)， 재목류 (3만엔)， 신발류 (8천엔)， 학용품 (5천엔)，

도자기 (3천엔)， 그릇류(l만5천엔)， 잡품목(8만 8천엔) 합계 30
만엔

1. 항(港)
2. 선박 3개 선박 운항

3. 선박발착시각

교통부
4. 우편시설
5. 投場에서 각 마

올까지 거리

6. 도로
7. 교량 3개

1. 병역 959명

2. 징병합격동위
갑， 제 1올， 제2올， 병， 정， 무종(며種)으로 구분

백분비

병사부(兵 3. 검정상황
신장평균 5척 175, 체중 13實 279, 무학자(0명)， 단척(短.R， 9

事部)
명)， 눈병 (47명)， 매독(l명)

4. 훈장
5. 적십자사원
6. 애국부인회원
7. 국민군 간부

위생부
1. 구역별 담당

2. 위생상황
1. 伊良部尋常 I릅等 1) 명치 19년 11 월 27일 창립

小學校 2) 학급수 尋 11(704 명)， 高 1(30명)

2. 住良홈尋常小學 1) 명치 37년 4월 1일 창립

학사부
校 2) 학급수 8(498 명 ),

1) 남자 100인 중 취 학 99.85명

3. 학령아동
2) 여자 100인 중 취 학 99.70 1명

3) 남녀 100인 중 취 학 99.78명

4) 취학 면제 남 1. 여 2
1. 농업 고구마， 사탕수수， 곡류， 특용작물 순으로 재배 권장

권업부 2. 가축
(짧1業部) 3. 어업 가쪼오발동기 선박 10척

4.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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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장
2. 字名
3. 區名
4. 更員
5. 區長
6. 학무위원 4인

7. 촌회의원 14인

8. 사무건수 받은 공문 2，222건， 발송 1，784건， 호적 643건

촌치부
9.조세부과상황

국세 (4，076 엔)， 현세(1，797 엔)， 촌세(1 4，240엔)

(村治部) 합계 20，1 13엔

10. 조세부담
1호당 국세 3.420리， 현세 1.290 리， 촌세 10.240 리

합계 14.950리

11. 예산 세입 20.515.540 리， 서l줄 14.972.780 리

12. 기본재산
13. 촌회
14. 순사주재소
15. 창립이래 순사

명단

1. 촌농회 명치 44년 창립， 농업개량 도모

2. 위생조합 명치 43년 창렵， 의료병 예방

3. 어업조합 대정 3년 창립， 어엽권 향유

4. 재향군인회 명 치 43년 창립， 군인정신 함양

5. 伊良部좁年會 명치 28년 설치， 청년 교육 보조

제단체부 6. 뾰良、홈좁年會 명치 41년 설치， 청년 교육 보조

7. 처녀회 대정 7년 설치， 여자 교육 보조

8. 군인우대회 명치 44년 설치， 군인 위로 격려

9. 敬神會 대정 4년 설치， 제사 관장

10. 저축조합 대정 8년 설립， 근검 저축 장려

11. 하휴회 대정 3년 설치， 중둥이상 학생 취급

1. 촌연혁
2‘ 연중행사 1-12월까지 연중행사

3.촌민의 생활상황 상위 125호， 중동 950호， 하동 329호

4.촌내 부유자

5.명숭 및 유흥지
遇池， 과(鋼)， 佛， 馬見岩(목장 중앙에 있어 목장올 내 려 다

볼 수 있음)， 動田(목장 출입 구 동쪽) 퉁

6.참배 영지(靈地)
충혼비， 비옥지어악(比屋地細鐵， 塵土神)， 좌화전세컬어악(住

잡부(雜部) 和田世ε細鐵， 塵土神). 숭뢰어악(乘懶細鐵， 항해 수호 해신).

7.시작

8.폐지 명치36년 인두세 頁藥， 頁布， 頁夫 폐지

9.기근

10.훌病

11.고령자

12.상둥병 이상 재

향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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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상으로 日本 南西諸島 가운데 옳美大島의 小樓， ‘#觸島 名護市 屋部， 宮古島 伊

良숍O島 촌락에서 확인되는 고문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홉훌美大島의 名懶市 小훌 촌락의 고문서는 小훌 촌락의 대표적인 鄭士格인 憐家

집안의 소장하는 문서와 「講」 관련 문서이다. 憐家文書 가운데는 1635년부터 1866

년까지 31회에 걸쳐 시행한 宗門手 tL改야 제도와 관련된 宗門手 tL改 문서， 憐家에

서 마을 주민들에게 대출해 준 대금의 출입현황을 적어 놓은 문서， 小漢村에서 健

엠활灌에 바칠 세금을 마을 주민들에게 할당하는 문서， 사탕수수 재배 관련 문서， 토

지개간 청원문서， 토지분쟁 관련 문서 둥이었다. 이는 小奏 촌락의 향사격인 憐家가

마을 주민， 혹은 睡摩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睡얻활灌이 향사격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지배해 나갔던 것이다.

「講」 관련 문서는 小覆村落에 존재하는 保呂講， 中間講， iffi中講에 관계된 것이

다. 소속원의 명단， 講 운영에 있어서 제사비용 및 자금운영， 講의 제반 규정 둥에

관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 講을 중심으로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야부촌락의 고문서는 장의 관련 문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문서의 발급자와 수급자가 명확하지 않은 즉， 문서의 대상이 없이 작성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기록된 備忘錄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조상에 대한 奉祝意識에

서 출발하는 것으로 장례식 및 49제， 1 년， 3년， 7년， 13년의 주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또는 장례식과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도와준 사람을 기재해둠으로써 후일

그 집안에 이러한 일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久護家 소장 문서 가운데 조상유래기 또는 문중일기 등의 문서는 久護家가 土族

으로의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에 대한 유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

서 비롯되었다. 본래 百姓身分에게는 系圖14)의 所持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는 1879년 「廢灌置縣」이후 백성들의 권한이 다소 신장

되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참고해서 조상의 이름， 그들의 관계를 명백히 문서화

해 나갔다. 이 경우 집안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를 계숭한 사람

만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다. 位牌에 대한 기록은 사망한 사람의 뼈를 洗骨해서 넣

14) 家諸(1;‘.b)로 始祖부터 代代로 생몰 · 업적올 기록해 2부를 작성하여 l부는 系圖座에

제출하였고. 1부는 국왕의 印올 裡印하여 집안에 돌려주변 각 집안에서는 士族身分엄

올 증명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系圖座는 1689년에 설치되었으며， 系持는 士族， 無系는

百姓身分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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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언제 넣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뼈인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되

었다. 이러한 조상을 찾기 위한 조상유래기 작성은 메이지시대 때부터 성행하였는

데， 그 이유는 특히 집안에 불행이 있을 경우 조상을 제대로 봉사하지 않아 불행이

닥쳤다는 의식을 사람들이 지니기 시작하면서이다. 그리고 昭和初期에 이르러서는

장 · 차남을 같이 묘소에 모시거나， 위패를 배향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집안에 불

행이 닥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中山歷史’， ‘王代記’ 둥 집안과 관련없는 民間由來記類의 문서가 남게된 것은 집안

에서 선조를 찾는 작업의 파정 중에 선조를 유구국왕과 연계해 보려는 노력의 결과

였다. 즉， 久護家는 본래 일반 백성 집안이었는데， 10대 久明이 가문을 유구왕가와

연결해 보려고 이와 관련된 문서들을 작성해 놓은 것이다. 久護家 가문과 주민간의

토지소요사건과 관련된 문서는 오키나와가 1879년 일본에 병합되면서 유구국의 멸

망으로 舊官價의 위상이 약해지자 이를 틈타 주민들이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宮古島 伊良웹j島의 고문서 가운데 개인적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는 전

혀 없었다. 그들은 과거에 문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들을 자신들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야 조상

의 뿌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장의 관련 문서나 개인

간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문서들조차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각 소학교에

는 학교 관련문서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대정 8년에 작성된 「伊

良部村勢一班」 은 伊良部村長이 伊良部島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작성한 일종의 私擺地誌적 성격을 지닌다. 80여 년전의 伊良部島에 대한 전체

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서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남서제도의 고문

서는 Y뿌觸島， 흉美大島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실정이다. 때繼島는 장의 관련문서，

훔美大島는 講 관련문서가 강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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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文要約]

日本南西諸島の古文書の種類とその特徴

一奄美大島 ･沖縄本島 ･宮古島を中心に一

金 東 栓

本論は､歴史的な変遷を経てきた日本南西諸島の文化的特性について地方史的な観点か

らアプローチを試みたものであるO奄美大島名瀬市の小湊､沖縄本島名護市の屋部､宮古

島伊良部町の左良浜で､村の人々が歴史の流れの中で残した文書､いわゆる古文書に関す

る調査を行った｡三つの地域の村落には､どのような古文書が残され､その背景を追求す

る作業は､｢新たな歴史｣-の ｢民の生活史｣を志向する我々に示唆する点が多くあると思

われる｡ここでは､1950年以前の文書のみを取り扱 うことを明記しておく｡

小湊村落の古文書には､小湊村落の代表的な郷士格の｢隣｣家が所蔵している文書と｢講｣

関連の文書があった｡隣家には､1635年から1866年まで 31回に渡り施行した宗門手札

改め制度と関連の宗門手札､隣家が村の人々に貸出した大金の出入現況､村の人々に割り

当てた薩摩藩に納める税金､サ トウキビ栽培､土地開墾の請願､土地紛争関連の文書など

があった｡これらは､小湊村落の郷士格の隣家が村の人々､あるいは薩摩藩との関係を説

明し､また薩摩藩が郷士格を通じて村の人々を支配したことを表すものである｡

｢講｣関連の文書は､小湊に存在する保呂講､中間講､赤申請に関わるものである｡こ

れは所属員の名簿､講の運営に関わる祭稚費用及び資金運営､講の諸般規定などに関する

ものであり､村の住民達が講を中心に強い共同体を形成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屋部村落の古文書には葬儀関連の文書が非常に多い｡具体的にいえば､文書の発給者と

受給者が不明確で､作成者の意志が一方的に記録された備忘緑である｡これは祖先に対す

る奉紀意識からできたものであり､葬式及び四十九日､一年､三年､七年､十三年忌の際､

香典や供物を与えた人々を記載し､その後その人の家に返すためのものである｡

伊良部町の左良浜村落では､個人的次元で作成された古文書は全くなかった｡彼らは古

文書をそれほど重要視しておらず記憶に頼っていた｡しかし近年では､祖先-の関心を非

常に深めている｡

結論的にいえば､日本南西諸島の古文書は､沖縄島､奄美大島では比較的に残っている｡

沖縄島には葬儀関連の文書､奄美大島には講関連の文書が多数残っている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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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나와 오도려가(舞觸歌) 부시(節)의 特性

左 惠 景

1. 서언

오키나와 지역에 전해지는 민속무용 구비전숭의 상황과 무용을 위해 불려지는 노

래가사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첫째 오키나와 본도 나고시 야부 부락에서는 매년 음

력 8월 10일에 하찌가츠오도리(팔월용 八月觸) 행사가 치러진다. 이는 쌀의 풍작을

신(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秋收感謝察) 형태의 민속축제라 할 수 있다. 주로 제

의(察嚴)와 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반주 음악과 음악의 가사인 부시(節) 등 무용과

음악， 문학의 종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전승되고 있다.

오키나와 북부 가고시마현 아마미 고미나토의 하찌가츠오도리 역시 주로 음력 8

월 15일에 추는 민속춤을 뜻한다. 춤과 함께 불려지는 대부분의 민요는 아마미 전

지역에서 불려지는 민요 중에서 선택되고 있다. 그래서 팔월용의 가사는 아미미의

민요현장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

한편， 오키나와현 미야꼬군(宮古那) 이라부효(伊良部메)는 일개의 섬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민요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섬방언을 그대로 간직

하고 섬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라부의 기우제나 미야꼬쪼츠( 2.쑤그 ':I ':I I宮古

節)행사 때 추는 구이차 오도리를 하면서 ‘구이차아야구’( J'1 주쑤 -7 Jr;> J' , 그 4 주커，

-7 켜~J’)를 부른다. 아야구라는 명칭은 ‘緣語로 된 노래’， 곧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

된 노래’라는 뜻을 지난다.

조사는 1998년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 야부마을에서，

1999년 8월 15일부터 8월30일까지 아마미 고미나토 지역을 중심으로 하찌가츠오도리

를 살펼 수가 있었다. 이라부섬에서는 2αU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민요를 조사하

고 민속적 상황을 살폈다.

이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살펼 내용은 불려지는 노래인 부시(節)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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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키나와 야부(量部) 하찌가츠오도리 (A月觸)

가. 구비전승의 상황

야부(屋部) 하찌가츠오도리(八月觸)는 신성(神聖)한 지역인 아사기 (7 -tt ￥)에 모여

서 행사의 시작을 신에 알리는 의례를 치른 다음 신녀(神女)에게 받치는 봉납무(奉

納舞)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본격적인 예능 오도리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신에 대한

의례뿐만 아니라 민간 민중들의 오락 연회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풍요기원적인

의례형식이다.

특히 팔월용은 1988년 현(縣)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년 행해지고 있다. 집단

협력에 의해 치러지므로 집단의 결속력이 강하다.

해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종목을 결정하여 연습에 임하게 되는데， 풍년오도리(豊年

觸) 종목 중에서 ‘장자의 대주’(長子η 大主)， ‘희 영 절’(喜榮節)， ‘순도’(7- ν ε-) 둥은

고정되고， 전체 22-23편으로 구성되며 매해마다 구성이 재편되고 있으나 크게 다르

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슈리， 나하 둥에서 행해지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 많으나，

야부적 독특성을 지니고 야부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디마튜(手間戶)， 회영절(喜榮

節) , 만수주(萬壽主)가 었다.

나. 뿌시(節)의 특성(持性)

1) 송축과 기원의 주술성

주술적， 신앙적인 요소는 그 집단을 결속하거나， 행사의 전통을 지속시키는 중요

한 역할올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원용(細願觸)인 축원무(祝願舞)에서 장

수와 부， 자손번영올 기원하는 ‘장자의 대주’ 중에 부르는 가자디후 풍(-Ip 좋추T 風)

은 꽃이 핀 상징성을 통해서 그날의 기쁨을 표현한다. 이어서 불려지는 구두치(口

說)에서는 쌀의 풍요와 축제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또 부채를 가지고 생명감을 표현하면서 소나무의 늘푸르름을 노래한 축의무 구티

이부시(그 71 節)， 쌀을 거둬들이고 타작의 과정을 표현한 도섭절(積擔節)도 풍요를

기원한다. 이 도섭절(積擔節)은 쌀올 수확하는 감사의례제의 예축예능으로서 지역의

생활과 밀착되면서 지역주민은 전대로부터 매년 해를 반복하여 관습적으로 전승시

켜 온 것으로 꽤 오래된 것이다(件宗根幸市 1998: 64). 특히 이 세 가지 어원용은

반드시 행사 시작 맨 처음에 시작되며， 기원적인 요소가 강해서 신녀(神女)들에게

봉납한다는 봉납무용으로서 신앙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송축， 기원의 특성은 오복의 무(죠福η舞)나 요츠다케(四?竹)중에서도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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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요츠다케의 화풍절(花風節)에서는 번창하고 평안한 거리에서 들리는 노랫

소리와 눈과 같은 쌀의 풍작을 기원한다.

五福의 舞에서는 송(松)， 죽(竹)， 매(梅)， 학(題)， 구(龜)를 차용해서 절개(節鷹)， 의

리(義理)， 지조(志操)， 장수(長壽)를 기원한다.

2) 유회와 연애의 서정성

팔월용의 전숭력은 주술적인 성격과 더불어 서정가(持情歌)의 내용과 오락적인

흥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적인 성격을 서정화한 노래인

가세가키의 내용처럼 대체적으로 서정적이다.

그리고 관음당(觀音堂) 혹은 천수관음(千手觀音)이 나오고 염불가(念佛歌)나 미록

(爛勳)에의 기원을 노래하는 축복의 성격을 띤 구두치(口說)나 누부이구두치(上 O 口

說) 둥에 보여지는 것도 오락성과 함께 개인적 정서가 표현된다. 특히 자연찬미， 연

안항해(핍뿜船海)의 여홍(餘興)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하나오도리(花觸 I) ) 마에하마요나하라(前之꿇딛那原)의 부시 속에는 꽃놀이

를 하면서 즐기는 개인의 정서나 백나주천(白懶走川) 뱃가에서 행해지던 꽃놀이의

정경， 그리고 미누하마(前之끊)와 요나하라(딩那原)에서의 야유(野遊)의 장면 속에서

는 유회와 함께 남녀 사랑의 정서가 공통적으로 배어난다.

이러한 노래들은 특히 오키나와에는 노동요보다 연가(戀歌)가 압도적으로 많다(件

宗根幸市 1997: 34)는 것올 입증하고 있다. 차나요에는 이러한 유희나 사랑， 혹은 연

애 둥의 서정을 노래한 부시들은 전승력에 일익을 담당한다.

야부를 대표하고 있는 티마튜(手間戶)의 디마튜부시(手間戶節)에서도 옛날의 모아

소비(毛遊) , 유아소비(夜遊)의 정경이 묘사되며 특히 젊은 청년들이 모래톱에서 자

유분방하게 놀며， 노래 부르던 정서가 두드러진다(件宗根幸市 1997: 114-118).

이러한 아소비 장소가 고정적으로 둥장하는 지역으로는 순도(/Z- ν F-)에 나타나

는 ‘諸鏡長땅’과 ‘前之땅暴久原’이다. 이외 지역으로 ‘꼈地內海’ ‘大島海u俠’ 둥이 유명

하다(件宗根幸市 1998: 94). 야부 근처에 있는 ‘前之땅暴久原’은 야부만에 접한 장소

로 아름다운 모래톱이 있다(名護市敎育委員會 1986: 47). 그곳에서 놀이를 통해 맺

어진 남녀의 애듯한 사랑의 산실(塵室)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산출

하게된 장소인 하라(原)나 하마(뚫) 둥올 배경으로 서정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좁山洋二 1997).

남녀의 사랑이야기가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순도(/Z- ν

ε-) 이다. 세 가지의 부시로 구성되고 있는 데 추녀(輔女)와 모래처럼 피부가 흰 미

녀를 둥장시켜 서로 상대적 신분의 인물올 통해 대칭적으로 나타낸다. 슈둔여동(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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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女童)， 그녀에 대한 애정， 연모와 호색성(好色性)이 나타나 젊은 남녀의 춘정(春

情)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 아마미(훌美) 고미나토(小鎭) 하찌가츠오도리(A月觸)

가. 구비전승의 상황

아마미 사람들에게 가장 섬민요(시마우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하찌가

츠오도리가(八月觸歌)이다(中原l{»IP I) 1997: 21-22). 섬사람들의 일년 생활에 있어서

정월(正月)에 불려지는 사미센가(三味線歌)와 함께 음력 팔월 중심으로 행해지는 하

찌가츠오도리는 가장 중요한 축제이며， 연회행위이다.

춤은 연중행사(年中行事) 특히 음력 팔월 아라시치 (7 '7 ν 1-) 시바사시(/서 fν)

이후 동가( r-- ν 11') 때나 음력 팔월 15일 주고야아소비(十五夜遊 c) 때 주로 행해지

고， 9월 9일 에비쓰신사(嚴島神社) 제일(察日) 때 신사를 정돈， 수리하면서도 이 춤

을 바친다.

달이 뜨면 사랍들이 북을 들고 마(추17-)라는 광장에 나와 남녀가 함께 춤을 추

는데， 단순한 북 리듬에 맞추어 자신들의 민요를 부르면서 미묘하게 변화되는 통작

을 한다. 10-20여 인의 남녀노소가 원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며 노래한다.

북(지진I:: ::ν)은 여성들만이 들고 칠 수 있는 데， 북올 치면서 노래를 이끌어가

고 발동작과 노래의 리듬을 맞추어 춤을 춘다. 누구나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은 아무

런 제한없이 나와서 춤을 출 수 있으며 대부분 연장자가 앞서 춤과 노래의 선두를

이끌어 나간다. 북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며 치는 방법은 특별한 훈련없이 눈으로

익혀나간다.

나. 가사의 폭성

주로 따르는 곡은 춤이 시작되어 가장 처음에 부르는 소우시라레(-t -5 Lι tL)와

춤이 다 끝나고 헤어질 때 부르는 오보꼬레(월않:: tL)를 포함하여 24곡이 전해진다.

그리고 가네사루 때 부르는 오보꼬레를 가네사루오보꼬레 Up섭혼 &σ) 최않:: tL)라고

한다. 노래 선택은 행사시 상회(常會)에서 엄선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춤

을 추면서 선두자가 앞서 곡을 리드해 나간다.

1) 교술적(數述的) 전개에 나타난 춤 현장과 교훈

가사는 춤이나 노래에 대한 향유자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노래한다. 춤의 전통성

(오보꼬레/쉰않:: tL), 춤추는 현장(手~ I) ~ I) ), 춤과 더불어 인사(人事)와 풍요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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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을 노래한다. 곧 춤과 노래를 통하여 삶의 표현과 인간과의 화해(和解)를 노래하

게 된다(今σ〉觸 I) ).

또 교훈적(敎訓的)인 혹은 인간사(人間事)를 노래를 통해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

니라 한층 승화(昇華)시켜서 랫구적인 표현을 이용하거나 암시적으로 전개한다(오보

꼬레/쉰않:.: h , 喜界灣、伯I)， 醒道長꿇).

2) 서정적(好情的) 전개의 유희와 연애

민요가사에는 남녀 연애에 관한 것들이 많다. 남녀간의 사랑 노래는 사람들의 삶

에 역동성을 부가하는 원천이 된다. 사랑노래는 혼 < 증 < 뻐 1J>" 납웅， Gbl)t" 옳 t::> 1J> 강，

L f'» Iv 1J> h. <h , 깐 -)t::>f'»-)~花함에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거의 젊은 남녀들은 연애가 금기시 되었고 단지 남자와 여자들이 밤이나

낮에 산에 모여서 놀던 유희 형태인 네세모라베아소비(섭관& ιζ& 깐 α) 때만 허

락이 되었다. 남녀 연애적인 성격이 강한 표현이 나타난 노래들은 末ι村， 前많센능

ι <’ h , .B-tt따 f! I) , 끊千鳥에서 찾을 수 있다.

3) 서사적(鉉事的) 전개의 비극성

서사적인 노래들인 경우 주인공이 삶의 일대기를 통해서 인물전설처럼 형상화되

어 나타난다. 대부분의 주인공이 미모를 갖춘 여성으로 나타나며 지배세력에 대한

피지배 세력이 겪는 비극적인 삶이 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인 노래의

역사적인 배경은 일본 막부(幕府)의 아마미 침공과 강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우라토미’와 우라토미의 딸 ‘무차카나’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

하다. 그리고 ‘간츠메부시(節)’와 케사마츠의 이야기를 담은 ‘슈미찌나까하마’(題道長

慣)도 전해진다. 이러한 서사요들은 사건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나 사건의 실마

리를 서정요의 형식을 벌어 표현하기도 한다.

간츠메부시(節)는 간츠메라는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삶을 잘 전한다. 사랑했던 남

성 암카나(岩加那)가 화자(話者)가 되어 부르는 노래이다. 노예의 딸인 간츠메를 통

하여 노예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받는 학대의 설움과 암카나(岩加那)와의

연애의 서정을 노래한다.

다른 하나는 슈미찌나까하마(醒道長꿇)가 있다. 여주인공 케사마츠의 전설을 노래

한 것이다. 노래 가사 중에서 어린아이들(童)은 청년들을 뜻하고， 땀냉새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매력있는 여성을 의미한다(小川學夫 1999: 196).

서사적인 전개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단순한 서정을 노래할 때에도 ‘하나

카나’， ‘뮤차카나’처럼 주인공 이름이 나오고 주인공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미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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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서정화시킨다. 특히 이러한 노래들은 생성되어 전숭되면서 비극의 차원올 넘

어서서 미의 경지를 획득한다.

4. 미야꼬(宮古) 구이차아야구(장 4 千쑤- 7 -\7장)

가. 구비전승의 상황

‘구이차’ 혹은 ‘코이차’라고 한다. 구이차는 정확하게는 “소리를 합하여 야외에서

추는 춤”이고 아야구는 “춤과 함께 불려지는 노래”이다 춤의 원래 기원은 사츠마

지배 당시에 인두세(人頭規)라는 가혹한 조세를 공출 상납물(上納物) 생산을 위해

풍요기원과 비를 내려 주도록 기원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작되고 기원의 장소인 우

타키와 같은 신성한 지역에서 행해졌다(伊良部村史編藏委員會 1978: 149). 사제인

쪼까사들이 제를 지낸 다음 사람들이 모여서 원을 만들고 박자와 리듬에 맞추어 노

래를 하고 춤을 춘다. 그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비를 기원하면서 부르는 구이차

비를 기원하는 구이차와 미야꼬츠쓰 때에 부르는 구이차는 내용상에서 차이를 보

인다. 비를 기원하는 노래인 경우는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렇지만

신의 뜻에 따라 춤이 만들어지고， 춤을 신에게 받치는， 또는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

의 노래가 춤이 시작될 때 부르는 것은 공통적이다.

비룰 기원하는 내용은 신에게 풍요 기원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남녀의 사랑의 정

서가 나타나더라도 풍요기원의 유감주술적인 효과로 해석가능하다. 곧 정신적인 비，

위안의 비가 풍부하게 부락에 내려지는 것이다(河村只雄 1972: 301). 현재 비를 기

원하는 구이차는 가뭄이 들었을 때만 하고 있다

2) 연회 구이차(서로가 함께 부르는 노래)

연회 형태인 구이차는 주로 북구 뾰良淚 학구인 池間않과 前里뚫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豊年聚 宮古節때 前里밟의 ‘붐미야’에 모여서 밤이 새도록 춤을 춘다.

우선 구이차를 노래한 후에 ‘가나샤가므’를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가차시’를 한다.

여자반 혹은 남자만으로 혹은 남녀 혼합으로 추어지는데 몇 사람에서 수십인 혹

은 100 명이 념을 때도 있다. 춤 형태는 어느 정도는 자유이고 큰 형식은 발올 땅

에 치고 손을 상하로 흔들면서 손박자를 맞추고 우선 처음 연습하는 사람들인 경

우는 얼굴 앞에서만 그 동작을 취하여 나중에는 자유롭게 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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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이차아야구의 톡성

첫째， ‘아야구’라는 노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춤과 노래에 대한 유용성이 잘 나

타나고 있다. 곧 연회의 기능성과 노래의 기능적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노래를 부

르는 사랍은 목소리가 막힘이 없고 천을 짜는 사랍은 무늬를 만드는 것은 자유이

다"(연희구이차)처럼 노래 엮음을 천짜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한다.

“노래를 이어가지 않는 것은 씨가 없는 것과 같다"(연회 구이차)는 노래의 필요와

유용성， “올해는 풍년이요， 내년에도 점점 풍년이 들어 안심하세요"(아메고이 구이

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회의 기능적인 목적이 드러난다.

둘째， 물로 둘러싸인 섬의 한계적 상황을 긍정하고 삶에 대한 시각이 공존적이며

화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노래 자체가 지니는 특성이 밝음의 이미지를

지니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평안을 갈구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서쪽 우물의 작은 산 큰 그물을 넓게 드리워서

아이들이 달려나오고 모여서 함께 놀자."(아메고이구이차 중)

이는 상대를 축원해주고 축복하는 노래 자체의 성격에서 옹 것이겠으나 더불어

이라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과 동시에 향토애를 느낄 수 있다.

셋째， 낭만적인 사랑과 연애를 노래한 사설이 노래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

다. 아야구가 남녀가 같이 어울려 놀면서 불려지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거나 사랑

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가 대부분인 것이다. 남성은 여성 앞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연애와 사랑 노래를 한다. 이에 여성은 그에 대한 웅답으로 즉홍적인 가

사를 대답한다. 이러한 교환창의 노래형식은 남녀의 대둥한 지위를 증명한다. 제재

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맹세와 의지를 표현하거나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

음，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초조한 심정， 여성이 남편을 기다리는 심정 등이 잘

드러난다.

“하룻밤의 첩이라도 庸과 大和까지도 소문이 나면 소문나는 대로

평이 나면 나는 대로 사랑할거야."(아메고이 구이차 중)

넷째， 인간사와 교훈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은공에 보답하기 위해 효

를 권장하거나， 가화만사성， 혹은 가족 구성원간의 협조와 가족애를 권장한다.

“아름다운 여자도 17-8세가 최고다."(아메고이구이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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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있으면 밖에 나가 자유로이 놀 수가 없고 말을 나쁘게 하면 나빠지

고 좋게 하면 좋아진다."(구이차오도리 중)

5. 결어

오키나와 본도를 중심으로 북쪽인 아마미 남쪽인 미야꼬의 원시무용과 함께 하

는 민요들은 제각각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야부 팔월용은 상당한 고급예능적인 수준을 획득했는데， 그 원인은 오키나와 왕

부 예능과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아마미의 팔

월용은 아직도 원시 농경사회 풍요 기원의 목적으로 행해지던 원시 종합예술적 특

성을 간직한 채 전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미야꼬의 구이차 예능 오도

리는 원시사회의 비를 기원하던 의식적인 행사와 더불어 행해지던 것이 근현대로

오면서 청년들이 예능으로 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노래 가사의 특성으로서 오키나와 본도 팔월용에는 노래의 송축과 주술성과 남녀

연애적인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반해， 아마미 민요에는 교술과 서정， 서사의

장르적 전개가 뚜렷하다. 특히 서사요의 비극성이 그 특정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야

꼬 사람들은 도서적 환경을 긍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섬사람들의 한계에 대한

긍정과 수용， 갇힌 상황에 대한 극복 혹은 자신들의 노래， 문화에 대한 애착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다. 그리고 인간과의 화해와 자연과 조화하는 평화스러움을 볼 수

있다.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스럽

게 행해지는 남녀 모임인 유회(아소비)와， 그 속에서 전개되는 사랑 표현이 낭만적

서정으로 나타나 시적 정서를 형성한다.

어느 지역이나 자연 환경과 문화적 관습의 차에 따라서 각자의 문화를 형성하고

나름의 문화를 재구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도서(島觸)지역

연구를 통해 이 글이 더욱 객관성을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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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文要約]

沖縄 ･奄美地域の舞踊歌の特性

左 恵 景

本論は､沖縄 ･奄美地域の民俗舞踊に関する口碑伝承と､舞踊の際に歌われた歌詞の特

性について調査した内容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

第一次と二次の調査は､民俗舞踊である八月踊りの観察を中心に､1998年 8月 2日か

ら13日まで沖縄県名護市屋部､1999年 8月 15日から30日まで鹿児島県奄美大島･名瀬

市小湊で行った｡第三次の調査は､2000年 7月 4から16日まで沖縄県宮古郡伊良部町左

良浜で行い､この地域の代表的な民俗舞踊歌について調査することができた｡

沖縄県北に位置する屋部では､毎年旧暦 8月 10日に八月踊りが行われている｡この地

域の八月踊りは､収穫感謝祭の性格をもつ民俗舞踊であり､儀礼と踊りを中心としながら､

伴奏音楽を伴いつつ､地域の民謡も歌われるなど､総合芸術的な性格を持っている｡屋部

の八月踊 りは高い水準の芸術性を持っていると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が､その理由の一つ

として､琉球王府の芸能と接合 した結果であると推測される｡

奄美大島 ･名瀬市小湊の八月踊りも同じく民俗舞踊であり､踊 りと同時に歌われている

民謡は､奄美大島の各地で歌われている民謡の歌詞の中から､いくつか選択されたものと

見られる｡小湊の八月踊りも､屋部の八月踊 りと同様､秋の収穫感謝祭の性格をもってお

り､総合芸術的な特徴を備えている｡八月踊 りの歌詞は､奄美大島の民謡を研究するため

の代表的な資料の一つといえる｡

沖縄県宮古郡伊良部町左良浜の場合も､地域独自の表現で郷土を称揚する民謡が伝えて

いる｡左良浜の雨乞祭やミヤ-クヅツの祭では､集団舞踊 ｢クイチャー｣｢コイチャーアヤ

グ｣(アヤグとは ｢美しい言語で表現された歌｣の意味だといわれている)が踊られるが､

これはその代表的なものの一つ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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済州島村落共同体信仰の変化と持続

一納邑里の軒祭の事例を中心に一

妾 京 希

1.はじめに

韓国の村落共同体信仰は､儒教式の祭紀とJLB式の祭儀という二重構造の原理に基づき行

われると指摘されている｡儒教式の祭紀は､いわゆる男性中心として執り行われる祭紀で

あり､盛式の祭儀は主に女性中心として行われている｡こうした類型は､元来の古代時代

から行われてきた固有盛俗祭儀が李朝時代の儒教思想の普及によって､儒 ･塵という二つ

の類型の祭儀-の変化が生じたといわれる｡

元来の固有産俗祭儀は､女性司祭者によって行われてきたOそれが男女共同主管で挙行

することになり､儒教の普及が盛行するにつれ､過去の女性の位置を男性が占有するよう

になった｡そして､儒教の影響で儒教式の祭紀が盛大に行われながら､儒教式と産式が習

合された祭儀形式が主流を成す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しかし､現代に至って産俗祭儀を

挙行する産女の激減により､儒 ･産習合の祭儀から塵俗祭儀が徐々に消滅していき､現在

はほとんど儒教式祭紀のみが残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村落共同体信仰は､その土地で生活する村民がその村の共同神に対し､村と深く関わる

祭場で村民のために祈願する集団祭儀である｡その集団祭儀の名称は地域によって､山祭､

山神祭､洞祭､洞神祭､堂山祭､距離祭､街里奈､将軍祭､城障祭､コルメギ城陸祭､本

郷祭､軒祭などさまざまに呼ばれているが (朴桂弘 1982:3-4)､その根源は同じである｡

日本植民地時代に韓国における村落共同体信仰について調査を行った村山智順は､この

ような多様な名称を統括して ｢部落祭｣と呼び､｢部落祭は生活の地域と条件とを同じくす

る部落の人々が､その生活を脅かす災害を免かれ､その生活を増進せしむる幸福を求むる

が為め神明に祈願し､之に依って何等の不安もなく寧る感謝に充てる平安な生活を楽まん

とする目的から､各自その心を一にして年一回又は数回祭紀を護修する郷土的年中行事の

一つである｣と述べている (村山智順 1937:1､朴桂弘 1982:4再引用)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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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2000年 11月 3日から9日まで済州島納邑里で行われた現地調査から得られた

聞き取りや文献資料をもとに､納邑里の軒祭を中心として､済州島における村落共同体信

仰のあり方や位置づけを試みようというものである｡納邑里の調査の中から､納邑里の村

落共同体の生活は儒教思想を基盤として成り立っていること､そして村民がその村の出身

であることにどれほど強い自負心をもっているかを､窺い知ることができた｡さらに済州

島の他の村よりも､村落共同体信仰の儒教式の献祭の伝統的形式を保存と維持しているこ

とが分かった｡

加地伸行 (1994:4-5)によれば､｢沈黙の宗教-儒教､それは日本､朝鮮半島､中国､

すなわち東アジア地域をゆるやかに結んでいる大文化である｣｡儒教は東北アジアの人々の

心を根底から把握して練りあげたものであるから､困難な問題が起こったとき､儒教的立

場の大本に帰り､そこから問題を観察し､解決の手がかりを得て､人々を納得させること

ができた､と述べている｡

現代社会において､このように儒教的思想に基づいて行われている村落共同体信仰が､

長い歴史の流れの中で多くの変遷を見せながらも､村の人々の生活に欠くことのできない

精神的要素にな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い｡

まず､ここでは韓国における村落共同体信仰の歴史的変遷の過程を考察する｡さらに済

州島納邑里の輔祭を中心として､儒教という大文化の枠組がどのように周辺社会に影響を

及ぼし､運用され定着しているのか､またこれからの展望について探ってみたい｡

2.調査地の概況

北済州郡涯月面納邑里は､済州市に繋がる中山間道路の南西部に位置し､済州島の北海

岸から2.5キロメー トルほど内陸部に入った標高 80-90メー トルの盆地に集落を形成し

ている｡村の起源については､文献上で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が､今から約 680年前､高

麗時代の 1300年頃に人々が入相し､最初は ｢郭南｣のちに ｢科納｣と村名を付けた｡そ

れから350年ほど過ぎた 1674年､村内に分散し生活していた村の人々が村の中心部に集

まり自然村落を形成してきたが､風水により1675年には ｢納邑｣に改名されたと伝わる｡

しかし､現在までも ｢科納｣という村名が通用しているO

納邑里は､儒教思想を基盤に忠 ･孝 ･礼を実践する文郷 ･班柑であると言われてきた｡

村内に漢文学の書堂を設置し､後世のために教育に力を尽くし､李朝時代には大勢の人材

が輩出した伝統的な儒林村であった｡このような儒教的な観念は､現在まで村落共同体の

生活の重要な基盤となっている｡例えば､父母を尊敬し､夫を大事にしない人は人間と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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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認められない｡村内に立てられている ｢孝烈高氏之間｣という烈女門や､伝承されてい

る孝子 ･烈女の説話からも､如何に孝道思想が大事にされているのかが分かる (金行玉編

1984)0

現在､納邑里は ｢郷会再現示範村｣や ｢孝道示範村｣になっており､儒教式で行なわれ

る村落共同体信仰の ｢髄祭｣は､1986年に ｢済州道無形文化財第6号｣に指定されている｡

納邑里の産業経済は､特用作物として胡麻 ･麦 ･油菜 ･芋があるが､1960年代から始ま

ったみかんが今では主な経済収入源となっているOそのほかに共同牧場運営の畜産業など

も生活経済を賄っている｡かつては､良質なタバコの栽培でも知られていたが､今は栽培

してない｡

1948年 4･3事件の祭､納邑里は疎開令の対象となり､村落全体が焼き払われている｡

その後集落が復建され現在に至っており､村内の中央道路を境界として東と西に分けて､

西上洞､西中洞､西下洞､東上洞､東中洞､東下洞など六つの洞がある｡

1946年開校された納邑小学校は､1948年 4･3事件の際に全焼したが､1954年に全村

民の協力で再建された｡また村落会館 ･老人会館 ･青年会館の建設､農業用水､道路整備､

電気施設､みかん下置場､鴇精工場などの開発事業が推進され､生活は近代化した｡道路

整備によって済州市内から納邑里までは車で30分ほどになった｡

しかし､1980年代に入り､済州島社会の産業化 ･都市化が進むにつれ､納邑里村落から

都市-の人口流出が顕著になった｡納邑里の公式的な統計によれば､1977年 (済州大学耽

羅文化研究所 1990:23)には460世帯で男 985名､女 1017名､計 2002名であったが､

2000年 (納邑里事務所提供)には 463世帯で男 713名､女 696名､計 1409名である｡

約 23年の間に世帯は3世帯増えているが､逆に人口は30%の減少を見せている｡

特に若年層の離農の現状は深刻な問題となっている｡こうした実情は､1997年に完工し

た 19世帯の多世帯住宅の建設事業がよく示している｡この建設事業は､廃校の危機に直

面した納邑小学校を残すために推進された｡納邑里では､多世帯住宅を建てて､小学生の

いる若年世帯に無償で提供した｡これは､｢小学校の存在が､まさに村の生き残りにつなが

る道である｣という信念で村民のすべてが協力し､村落の維持や発展を求めて行った事業

であったO

納邑里には､1986年 ｢天然記念物第 375号｣に指定された ｢錦山公園｣という暖帯林

地帯があり､このなかに村落共同祭の軒祭を行う軒祭壇が設置されている｡村内にある宗

教施設は､大韓仏教曽渓宗月印寺をはじめ､1969年には大韓仏教龍華宗浦勧仏青龍寺､

1975年には大韓基督教イエス長老会納邑教会と韓国日蓮正宗仏教会済州道総本部西部地

域納邑班が建立されたO仏教の信者は 200人ほどいるが､その他の宗教の信者は少な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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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らに村には､元来の固有座俗信仰の祭場の ｢本郷堂｣である ｢ハルマンダン (壁)｣があ

るが､ここでは村落共同体信仰のレベルでは祭儀を行わず､個人レベルの祭儀が行われて

いるだけである｡

このように納邑里は､今日まで儒教思想の影響が強く残されているために､砿俗信仰や

外来宗教に対しては厳しい現状が見られる｡

3.村落共同体信仰の歴史的変遷の過程

(1) 韮俗祭儀から変 ･儒教式祭紀へ

韓国における村落共同体信仰の祭名は､一般的に ｢洞祭｣または ｢堂祭｣というO(李杜

鉱外 1991:180)｡この洞祭と堂祭は､すでに新羅､高句麗､百済以前の古代社会で発坐

した集団祭儀で､現在に至るまで韓国の多くの宗教現象のなかで地縁的結束や和睦を図る

祭儀として､人々の生活に多様な機能を果たしている代表的な民間信仰の一形態である｡

既述したようにその祭堂の名称は､京畿､忠清各道では山祭堂､山神祭堂､江原道では

城障祭､全羅､慶尚各道では堂山､済州道では本郷堂､献祭壇など地域によって様々であ

るが､根本的には同じものである｡｢堂｣は､｢大庁｣(家の中央にある板の間)､｢小屋｣､

｢神仏の前に立てる旗｣､｢祭紀の場｣､｢多くの人が集まる場｣などの様々な意味を含んで

いる (朴桂弘 1982:3)｡さらに堂は村落を単位として､村民が集まり村に関する事項等

を討議 し､堂神を奉安する場所となっており､村の政治や経済と密接な関わりがあるとさ

れる｡

洞祭の歴史は古代部族国家の超俗的祭天行事まで遡ることができる｡扶余の ｢迎鼓｣､演

の ｢舞天｣､韓の ｢天神祭｣､高句麗の ｢東盟｣のような祭天行事は古代部族社会では祭政

一致の民族祭儀としての民衆的年中行事であり､秋収感謝祭の農耕儀礼でもあった (李杜

舷外 1991:182-183)｡

こうした儀礼は､新羅時代に至っては宮中儀礼となり国家レベルで行われてきた｡高麗

時代では ｢八開会｣をはじめ､｢燃灯会｣など土俗神信仰と仏教思想が習合された形態の国

家宗教的な大行事-の変化が見られる｡さらにこのような集団的民族祭儀は､各地域で村

落レベルの集団祭儀を生じさせており､それが今日の各地域で伝承されている洞祭である｡

ここで注目すべきは､このような祭儀には必ず踊りと歌が伴ったという事実である｡舞

踊は神霊と人間が交際する宗教的技術として､神を迎え､迎えた神を喜ばせ､また神を愉

快にお送 りする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る｡

ところが､李朝時代の治国理念である儒教思想は､固有思想時代の産俗的民族信仰に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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きな変化をもたらした｡元来女性司祭者によって執 り行われてきた集団的民族祭儀は､男

女共同主管で挙行されるようになり､高麗時代には官から公認された｡だが､李朝時代に

なって儒教が男性社会に普及され､官の儒教式祭儀の形式と神祇を導入し､男女両性の信

仰構造と堂祭が分離されることになった｡男性は土俗信仰の土台の上に儒教式祭紀を構築

し､女性は元来の塵俗的祭儀を守り続け現在に至っているといえるのである.

要するに､韓国では部族国家単位の垂俗的農耕儀礼､氏族共同体単位の季節祭､国家儀

礼などは高麗時代の八開会､燃灯会を最後に無くなっており､儒教の影響で儒教式と題式

が習合された祭儀形式が主流を成すようになった (朴桂弘 1982:580)0

しかし現代に至っては､塵俗祭儀を担 う盛女の激減により､儒 ･垂習合の祭儀から盛俗

式祭儀が徐々に消滅していき､現在の洞祭はほとんど儒教的祭紀のみが残っている状況で

あるといえる｡

(2) 村落共同体信仰に対する弾圧と再創造

現在､村落で挙行されている共同体信仰の祭儀は､韓国における歴史的､社会的､文化

的変動の中で､中央や地方の行政的､社会的権力者などの外部的､内部的な様相によって

何回も厳 しい弾圧を受け､中止または消滅したり再生したりしてきたことは事実である｡

歴史的に考察して見ると､まず李朝時代の儒教政策は固有の韮俗祭儀を禁じ､士大夫層

が城陛祭などの盛俗祭儀を行 うことを杖罰で規制し､また座女に対しては､その祭儀行為

を行わないように取り締まりを強化し弾圧 してきた｡済州島でも儒教の影響が及び ｢郷校｣

が設置され､産俗祭儀の民間信仰は強い弾圧を受けたのである｡一つの例を挙げれば､李

朝時代の粛宗の時､済州牧使李衡祥は､淫網と俳宇 130ヶ所を焼き払い､また座女400人

ほどに対して､盛俗祭儀の行為を規制 し抑圧 したと記録されている(李杜鉱外 1991:184)a

それ以降､いわゆる迷信打破の政策としては､日帝総督府の権力者によって､また日本

植民地からの解放後は､国内における左翼系やキリス ト教､新生活推進委員､セマウル運

動の管理者などによって実施されてきたOこうした迷信打破の政策によって､1969年済州

島では 135ヶ所の神堂と祭壇が破壊されたが､そのことからも全国的にどれほど多くの神

堂と祭壇が破壊されたのかが推察できる｡特に 1970年代のセマウル運動によって､一層

多くの神堂と祭壇が破壊されており､村落共同体の祭儀までも廃止されたのである (韓国

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 1992:118-120)0

こうした中でも､長い歴史の流れとともに保存され伝承されてきた村落共同体信仰を

人々は無視できず､弾圧を受けながらも社会の底辺に根を下ろし現代まで引き続き行われ

ているのである｡ただ村落共同体信仰は歴史的 ･社会的変化に伴い､儒教の影響で固有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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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俗祭儀の形態に変化が見られる｡いずれにしろ､韓国の近代化の生活政策は儒教式の祭

紀でも廃止や弾圧の対象とし､村落共同体信仰自体を打破 し根絶しようとしたといえるだ

ろう｡

韓国の経済的発展に伴って西欧文化の導入が激しくなるにつれ､現代社会における村落

共同体は解体､崩壊などの深刻な危機を迎えている｡それでも､1980年代後半からは伝統

文化が再認識､再評価され､村落共同体信仰は新たに復活､強化されることとなり､また

道､市､郡などの行政的次元からの支援が与えられ､再創造されるような状況が現れてい

る｡

4.済州島納邑里の村落共同体信仰

上述の通り､韓国の村落共同体信仰のように済州島にも二重構造の原理に基づき､村落

共同体の祭儀は行われている｡済州島では､男性が中心として挙行される儒教式の村落共

同体の祭紀を ｢酎祭｣とし､その祭死が行われる祭壇を ｢献祭壇｣または r献祭 ドンサン｣

という｡醗祭は､郷校の釈莫祭のように儒教式に基づき行われる｡軒祭の名称は､村によ

って農醗祭､里軒祭､里社祭､大祭､堂祭､洞祭､街祭など様々であるが､済川島では､

献祭という名称を普遍的用語として用いる.一方､女性が中心として挙行される超俗祭儀

は､｢ダン (壁)グッ｣といい､｢ハルマンダン｣の ｢本郷堂｣で行われる｡

ここでは､納邑里の献祭を中心に村落共同体の信仰を考察してみたい.納邑里では塵俗

儀礼を行 う本郷堂があるが､村落共同体レベルの祭儀は行わず､主婦達が個人レベルで祭

儀を行っているにすぎない.さらに現在は村の出身のシンパン (産女)がおらず､また超

俗儀礼に対する村の人々の関心が薄れているので､献祭に限りみてみたい｡

納邑里の輔祭は､1986年 4月 10日に ｢済州道無形文化財第 6号｣に指定されており､

齢祭壇は､1986年 2月 8日に ｢天然記念物第 375号｣に指定された暖帯林地帯の ｢錦山

公園｣の内に設置されている｡祭場は､常緑樹がこんもりとした公園の真ん中に石を築き

造っており､乗場の回りは自然石で城のように石垣を築きあげているO乗場の広さは､東

西 8メー トル､南北 15メー トルであり､｢西神壇｣と ｢土神壇｣は北向きの正面に､｢輔

祭壇｣は東向きに置かれている.西神壇の左側には望燥位があり､土神壇と齢神壇の右側

には直六面体の石が置かれている｡若者が祭式を忘れないために､3人の献官の拝位の場

所にはブロック大の石を用意し､その石に初 ･亜 ･終と掘って設置している｡祭場の南側

には祭扉巳の際､祭官達が物忌みする場所である祭庁の建物がある｡

納邑里の献祭は､済州島のなかでもその伝統性や原形が一番よく保存されていると言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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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ているが､文献にはいつから村で軒祭が行われ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記録

はない｡ただ郷土史 (金行玉編 1984)によれば､1684年 (粛宗 10年)村に凶年となり､

牛馬などの家畜の伝染病が広がった｡そこで錦山の中央に祭壇を設け､春秋に山川神祭を

行ったとされている｡ところが､1702年 (粛宗 28年)から1706年 (粛宗 32年)の間､

済JJll島の地方牧使によって産俗祭儀が迷信とされ禁じられることになり､納邑里の山川神

祭は行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かし､1719年 (粛宗 32年)飢餓や疫病の発生が村に続

いていたために､村民の願いが中央の朝廷の管理者に伝えられ､祭儀は復活されることに

なったと記録されている｡

村の人々は現在､納邑里ではかつてから ｢献祭｣のみ行われてきたと述べているが､か

ってという時間的観念が唆味であり､むしろ時代の変遷に伴い､山川神祭が儒教の影響で

儒教式の醗祭-変わってき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輔祭の祭儀対象となる神は村によって異なるが､納邑里では西神 ･土神 ･献神の三つの

神様が紀られている｡｢西神之位｣は麻疹神であるが､かつて恐ろしい麻疹が村に流行した

際､村民が病気にかからないように祈願 した神で､現在では紀られていない｡｢土神之位｣

は村落守護神であり､｢酎神之位｣は各神として人物災害之神である｡土神と軒神は､主に

村の豊健や安全や繁栄を祈り紀られている神様であり､一般にこの神は済州島の他村でも

紀られている｡

納邑里では､従来年 2回の輔祭､すなわち春祭と秋祭が行なわれていた｡春祭は旧暦正

月の上丁目､秋祭は旧暦 7月上丁目に行われてきたが､1970年代から村の人々の決議に

よって秋祭は廃止され､毎年春祭のみ現在まで行われている｡ところが､村内で上丁目に

不浄なことがある際には祭儀を行わず､別の日の亥日に行なっており､いわゆるこれを ｢或

丁或亥｣という｡祭儀の挙行時間は､夜の子時である｡

祭儀の管理は､村の男性によってなされている｡軒祭に関わる諸事項､例えば祭官の選

出や祭儀の予算など､祭儀を行 うことと関わるすべてのことは､村の総会である ｢郷会｣

で決められ執行される｡かつて郷会は郷長によって開かれてきたが､1910年以後郷長制が

なくなってからは里長を中心に会議を行われている｡郷会は祭儀の 10日前ほどの年初に

開く.祭儀の費用は村の公金や村の有志の寄付金で当てられているが､現在は一世帯当

1000ウォンずつ出している｡里長によれば､納邑里の軒祭は無形文化祭と指定されている

ために､10年前から済州道庁より支援金 (約 150万ウォン)が与えられているという｡

祭官の選出に関して村人の説明を借 りれば､｢体がビリン者｣は祭官になれない｡ビリン

という意味は､その年に家族に亡くなった人がいたり､人間や犬など動物の死体を見たり､

体に腫れ物があったりすることを指しており､そのようなことで体が汚れていることを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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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妻が月経中の人もビリン者とされる｡

祭官は初献官､亜献官､終献官など 12人で構成されており､その役割は次の通りであ

る｡

初献官 :神に最初に酒盃を献ずる役｡

亜献官 :神に二度目に酒盃を献ずる役｡

終献官 :神に三度目に酒盃を献ずる役｡

執礼 :第記の奏上､祭儀の執行や司会を担当する｡

大祝 :祝文を奏上する｡

賛者 :執礼を補佐する司会役｡

謁者 :執礼の第記の通り祭官を案内する役｡

奉香 :焼香する役｡

奉炉 :香炉を捧げる役｡

司樽 :酒盃に酒を注ぐ役｡

奉酌 :酒盃を受けて献官に渡す役｡

莫酌 :献官から酒盃を受けて祭卓に置く役｡

それ以外に､典司官がいるが､その役割は供物の準備などの管理を担当する｡

祭官としては学識や徳望のある年輩者の中から献官に選ばれていたが､最近は里長が初

献官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執礼は祭儀の手順に上手な人､また大祝は祝文 (注 1)を告

げることに上手な人が選ばれている｡納邑里では､献官､執礼､大祝､賛者､謁者の祭官

は 50-60代の年輩者達が担当してお り､それ以外の祭官は30-40代の若年者が担当し､

年輩者と若者が共に参加 し村の様々なことについて話し合っている｡

さらに祭官に選ばれた人々は､祭 日の 3日前祭庁に入 り合宿 して斎戒する｡これを ｢三

日精誠｣という｡祭儀を行 う前後に不浄なこと､村人の説明によれば､死体を見たり､馬､

犬の肉を食べたりすることなどがないように､祭官は勿論､村民のすべてが心をこめて精

誠をしなげればならない.以前は祭儀を行 う際の礼服や儒巾を各自準備したが､現在は一

括 して用意している｡

次は供物についてみる｡供物は､祭日の前日に用意して置き､子時の少 し前に供え､子

時に祭儀を執 り行 う｡供物は､稲 ･梁 ･黍 ･稜の四種類のご飯､黒い雄の豚 (犠牲)､幣南､

果物､祭酒､海魚､野菜類などである｡ご飯は､稲 ･梁 ･黍 ･稜の四種類のご飯を-器ず

つ供えてきたが､生産されないものがあったために､梁の代わりに稲飯二器､黍 ･稜の代

わりに粟飯二器を供えている｡現在は､稲飯と粟飯-器ずつ供えている｡犠牲の豚は､西

神 ･土神 ･齢神の三つの祭壇に一頭ずつ供えてきたが､現在は西神壇では祭儀を行わ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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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で､土神壇と齢神壇のみ供えている｡犠牲は内蔵を処理した､生の豚を供えることをい

う｡幣勧ま明紬､白紙を上げる｡果物は栗 ･乗 ･栖子 ･橘 ･梨､祭酒は甘酒を用いる｡海

魚は肺の代わりに焼き石持-尾を供えており､野菜は青芹を用いる｡

祭儀は供物を供えた後､子時になると､執礼の第記の奏上によって開始するO手順は､

莫幣礼､初献礼､読札､､亜献礼､終献礼､撤辺蔓､望燦位の順で行っており､これは郷校

の釈莫祭と大同である.一般に他村でもこのような手順によって行われている｡しかし､

納邑里では三神位が紀られているために､莫幣礼を行ってから､各献官が土神､醗神､西

神の順で祭儀を行 う｡その後､献官 3人が原位置に戻って四拝する｡撤辺蔓は飲礼の後､

祭官が祭器を下げることであり､望燦位は祝文を焼く場をいう｡

祭儀が終わると､祭官と村の人々は犠牲の豚をはじめ､祭物を飲福 (直会)しながら村

の様々なことについて話し合う｡かつては女性は祭儀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

約 10年前から女性も参加して手伝っている｡しかし､女性が祭官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

このような飲福ということを通じて､村落共同体に対する意識を再構築するOさらに村の

人々は村の成員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再確認するといえよう｡

5.考察

以上のように､納邑里の村落共同体信仰の輔祭について考察し記述してみた｡さらに現

在､存続している祭儀の歴史的背景を理解するために､韓国における村落共同体信仰の変

遷の過程を探ってみた｡

既述したように村落共同体信仰とは､生活基盤をともにする村の人々がその生活を脅か

す災害から免れて､何の不安もなく幸福な生活を営むために､一体感を形成し村の共同神

に祈願を行う村落の年中行事をいう｡これは､村という社会共同体に基づき行われる集団

祭儀である｡その祭儀が儒教式であれ､塵式であれ､どのような形式にかかわらず､村の

人々にとっては毎年欠くことのできない､集団祭儀が執り行われることこそが大事な行為

のように考えているのであろう｡つまり､村落共同体信仰はその土地の人々が生活の中か

ら案出した生活習慣ともいえるものである｡それゆえに祭儀の周期性や連続性というもの

は､祭儀が行われる村の社会構造のなかで考察すべきであろう｡

このようなことを踏まえ､生活や社会という場で行われている納邑里の村落共同体信仰

から､若干の点を取り上げて試みたい｡

第一は､祭儀の類型の問題である｡現在納邑里で行われる村落共同体の祭儀の鮪祭は､

座式の祭儀から儒教式の祭儀-の変遷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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郷土史 (金行玉編 1984:34)によれば､納邑里で村の人々が村の中心に集まり､約 100

戸に達する自然村落を形成したのは､李朝時代の 1600年代の後半頃である｡納邑里では

1684年､何十回の病苦や凶年が生じ､錦山という畑に祭壇を設けて春と秋に山川神祭とい

う祭儀を行ってきた｡

ところが､李朝時代の儒教政策は､盛俗や仏教を抑圧して盛俗祭儀の存在を否定してき

た｡それゆえ 1700年代に入り､納邑里で行われていた山川神祭が迷信とされ禁止されて

きたが､飢餓や怪疾の発生が絶えず､村の人々の切なる願いによって祭儀を行 うことが許

容され復活している｡

しかし､その時代の儒教思想が日常生活の規範と礼節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た村では､

儒教的要素が垂俗祭儀に加えられ､男性が主管する儒教式の祭稚-変化し､村落共同体の

祭儀が行われてき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なぜならば､この李朝時代には今までの

固有の超俗的集団祭儀が禁じられ､儒教思想の普及とともに男性の主管する儒教式祭紀が

普遍的信仰に変わり､新たな儒教式の村落共同体信仰が行なわれていたからである｡

第二は､祭儀の空間的 ･時間的構造の問題である｡村落共同体信仰は､歴史的､政治的､

社会的､文化的な諸要素を考えたうえで､そのあり方や位置づけが可能であろう｡という

のは､村落共同体信仰は村落の構造や機能を示すものであるために､村落共同体の祭儀に

は社会構造の変化が反映されるからである｡さらに村落共同体信仰の盛衰の状況によって､

村落の社会構造の変化などの様相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よう｡

それゆえ､村落共同体信仰は産俗祭儀から砿 ･儒教式祭儀-変化したという信仰の類型

的変化の問題のみに注目し把握するのではなく､その祭儀と関わる人々が生きている社

会 ･文化のなかで､いわゆる生活の場で考察すべきであろう｡

納村里の村の人々は儒教思想を何よりも重要とし､その秩序に基づいて村落共同体の生

活を営んでいる｡村の人々は伝統的儒林村であることを非常に誇りを持っており､そのよ

うな儒教的観念は､現在村落共同体の精神の基盤となっている｡現在､孝道示範村と指定

されていることから､如何に孝と礼の思想を実践する村であるのかが分かる｡こうした村

落で､儒教式の祭儀が従来の通りその伝統性を保存や維持し行われていることに､祭儀の

重要性や価値があるといえよう｡

1970年代､韓国社会に広がったセマウル運動によって､韓国全土で祭儀が禁止され､祭

壇や祭堂が破壊された｡しかし､村人の説明によれば､済州島納邑里ではこうした政府の

政策や地方行政管理者による厳しい取り締まり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祭儀を中断せず

保存し維持してきたという｡

儒教式の祭儀は､限られた祭官によって静粛に行われる｡祭官の選出の際には､儒教思

-268-



想に基づいた位階秩序が見られる｡つまり､村落共同体の儒教式祭儀には､その土地の位

階秩序が反映されており､それこそが村の生活の秩序である｡しかし､納邑里ではこうし

た祭儀が行われるまでに､村のすべての人々は禁止されている事項を守り､また祭儀を行

った後､飲福という行為を通して祭儀に参加している｡このようなことから見ると､男女

の区別なく村のすべての人々によって行われる共同体の集団祭儀であるといえる｡

このような側面を考慮すると､村落共同体信仰は祭儀が行われる生活や社会という場の

空間的構造､つまり地域的状況や条件によって､また社会的､文化的､歴史的変動という

共時的･適時的構造によって､その現状が明らかに見え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第三は､祭儀を通してみた中心と周辺の問題である｡加地伸行 (1994)が述べたように

儒教は日本､朝鮮半島､中国､すなわち東アジア地域を結んでいる大文化である｡特に韓

国の場合､李朝時代以降､儒教は一つの宗教というより､生活規範や慣習のようなもので

あり､儒教的観念に基づいて社会的秩序や倫理､また人々を支える精神が成り立ってきた

のである｡

韓国の行政区域でいえば､納邑里は行政の末端組織である｡済州島は韓国の周辺社会や

文化の一つをなしており､さらに済州島を中心に考えれば､納邑里は済州島の周辺社会や

文化を形成する一地域である0

1970年代以降､韓国は高度経済成長によって､産業化 ･都市化が進み､その影響は農村

や漁村まで至り村落共同体の解体の危機を迎えていたのである｡また社会変化に伴って､

村落共同体信仰が消滅したり､中断したりした傾向が現れている (美東希 1997)0

しかし､納邑里では外部社会の影響による変動にもかかわらず､儒教思想に基づいた村

落共同体の生活を現在まで維持し営んでいる｡そのような要素は村落共同体信仰を通して

よく現れているO納邑里で行われている村落共同体の醗祭は､済州島無形文化財に指定さ

れており､伝統文化を守ってゆく村として他地域の見本となっている｡納邑里の祭儀は､

現代社会における村落共同体信仰として新たに評価され認められているといえる｡

こうした祭儀を通して成している村落共同体の一体感は､社会変化による村の過疎化や

高齢化の現象によって､廃止の危機に直面していた納邑小学校を存続させるために､村の

人々の協力のもとに多世帯住宅を建てて無償で小学生のいる家族に提供している｡言い換

えれば､外部の様々な要素で村の伝統的な生活が解体され､崩壊する危機に置かれた際､

村落は軒祭という村の行事を通して､新たな生活の活力源となる求心的力を求めており､

村を再構成し統合している｡

納邑里のような周辺社会に根を下ろしている祭儀の文化が､済州島の他地域または韓国

全体の中心社会に及ぶ影響を考えねばならないのであろう｡韓国では､1980年代の後半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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ら伝統文化を見直すという動きによって､迷信とされて禁じられた様々な祭儀についての

再検討と再評価が行なわれているからである｡例えば､済州島では 1990年代に入 り､各

村落の軒祭壇を再整備 し､行政的次元で軒祭の祭儀費用が支援されているような傾向が現

れている (妻京希 1997:108)0

こうした状況から考えれば､中央と周辺という枠組は地理的､環境的境界を乗り越える

ものであり､周辺社会 ･文化が中心社会 ･文化を作り出すような現状をも考えなければな

らないのであろうO

どのような文化でも､それが作られ伝承されていくには､その役割や機能があることに

注目し､客観的な価値や機能を把握する必要がある｡常に社会的､文化的変動が､どの時

代にも存在するのは事実である｡こうした変動のなかで､現代社会において我々の生活の

場と密着 している祭儀は､社会表層の一つとしてその堅実なあり方や位置づけを考慮すべ

きである0

6.おわりに

済州島納邑里の献祭の事例を中心に､村落共同体信仰の変化と持続について考察してみ

たo今回の ｢環東中国海における二つの周辺文化に関する研究一沖縄と済州の 間̀地方'

人類学の試み｣という題目のプロジェク トによって行われた済州島納邑里における現地調

査では､韓国､日本､中国の儒教文化圏という大きな枠組のなかで､周辺社会や文化を考

えて見たかった｡そこで納邑里の村落共同体信仰を一つの手がかりとして､環東中国海に

囲まれている周辺社会や文化を理解 し位置づけを試みた｡

済州島納邑里の社会的､歴史的背景を探 りながら､その村落共同体の生活の場で行われ

る祭儀を調査したが､限られた期間の現地調査であったために､村落における民間信仰の

様々な様相をすべて把握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しかし､納邑里の人々のお話から､村

落共同体信仰は､儒教式の祭儀､つまり酪祭が如何に重要な行事であり､村の人々の精神

生活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のかが明らかになった｡

納邑里の村落共同体の祭儀を通して､現代社会における祭儀のあり方や位置づけについ

て次のようなことがいえるだろう｡村落の社会構造が変わったり､組織が弱くなったりし

た際､祭儀は弱化されるか､中止または廃止される｡現代社会において祭儀が急速に消滅

しているのには､こうした社会変化が反映されているといえる｡一方､社会変化によって

統合性が弱くなることに対して､村落共同体信仰は新たな勇気や活力源を求め､統合の力

を与える機能があることをも見逃さない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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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回の調査の成果を踏まえ､儒教以外の仏教や道教､さらにキリス ト教のような西欧宗

教による村落共同体信仰の現状をはじめ､民間信仰の諸様相や側面を考察し､また環東中

国海周辺の多くの他地域との比較研究することを､今後の課題に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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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注1. 軒祭祝

維歳次云云 幼学姓名 敢昭告干

輔神之霊 伏惟齢神 除究降福 保我人民 報賓無教

士神之霊 保艮社神 恵我恩徳 願賜物豊 長養寿城

西神之霊 降臨西神 善美児輩 以賜紅疫 全然無傾

謹以犠幣 酪斎粂盛 庶品式陳 祇薦干神 尚饗

(『済州島部落誌』(Ⅱ)､済州大学耽羅文化研究所 1990:81)

参考文献

(著者名は､アルファベット順になっている｡)

演,州大学博物館

1998 『北済州郡の文化遺跡 川 )一民俗-』(韓国語),北済州郡.

済州大学耽羅文化研究所

1990 ｢北済州郡涯月邑納邑里｣『済州島部落誌』(II)(韓国語),済州 :済州大学耽羅

文化研究所,pp.18-103.

-271-



涯月邑

1997 ｢納邑里｣『邑誌』(韓国語),涯月邑誌編纂推進委員会,pp.277-303.

韓国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

1992 竹田旦 ･任東権訳 『韓国の民俗大系一韓国民俗総合調査報告書』第5巻,済州道

篇,東京 :国書刊行会.

張寿根

1975 『韓国の民間信仰』論考篇,東京 :金花舎.

加地伸行

1994 『沈黙の宗教一一儒教』,東京 :筑摩書房.

妾京希

1997 ｢済州島漁村の近代化と宗教変化 :加波里の事例を中心に｣『済州島研究』第 14

集 (韓国語),済州学会,pp,8卜 156.

金行玉編著

1984 増補 『納邑郷史一済州道沿革』(韓国語),北済州郡涯月邑納邑里,ソウル :平凡

社.

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所

1982 『韓国民俗大観』第 3巻 <民間信仰 ･宗教> (韓国語),ソウル :高大民族文

化研究所出版部.

李杜鉱 ･張寿根 ･李光杢共著

1991 『韓国民俗学概説』新橋版 (韓国語),ソウル :-潮間.

村山智順

1937 『部落祭』朝鮮総督府.

納邑里

1990a 『納邑消息』創刊号

1990b 『納邑消息』第 2号

1991 『納邑消息』第 3号

1993 『納邑消息』第 4号

1995 『納邑消息』第 5号

1997 『納邑消息』第 6号

(韓国語),納邑里.

(韓国語),納邑里.

(韓国語),納邑里.

(韓国語),納邑里.

(韓国語),納邑里.

(韓国語),納邑里.

朴桂弘

1982 『韓国の村祭 り』東京 :国書刊行会.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