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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Youn, Lily    

우리나라 에는 바다를 통해 전달된 수평적 

신화가 널리 분포하고, 가족 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역시  와 

건물배치, 난방·취사 분리, 거주유형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민가형성에  외에 다른 문화

의 전래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남해안과 제주도 에 

펼쳐진 동중국해(혹은 동지나해)에 접한, 일본 서남

규슈( )와 오키나와( ) 열도, 중국의 화남지방

과 타이완( ) 등의 민가를 비교하여  및 

으로부터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에 바닷

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묶는 하나의 매

개체로서, 육지문화권과는 다른 해양문화권으로 독

자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동중국해권 민가

에서 이 좌정하는 을 비교하였다. 가정신앙

은 전통생활과 밀착된 민간신앙의 한 범주로서 기층

문화의 핵심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둘째, 동중국해 민가 내 의 공통점

을 통해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민가에 잔존

하는 남방문화(해양문화)01의 특성을 살펴본다. 

한·중·일에 둘러싸인 동중국해02 지역은 끊임

없이 쿠로시오 해류( )가 흐르고 이 부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바다를 통한 문물교류가 이루어

졌던 곳이다. 고려 중기까지 이곳은 활발한 상업·교

역의 무대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이후 무역의 

쇠퇴로 변방으로 머물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중국해

에 접한 많은 지역들의 건축은 각 나라의 주류건축에

서 벗어나 연구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바다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의 건축을 살펴본다면 해

양문화권에 내재한 공통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동중국해에 접한 많은 지

역들 중에서 남방문화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제

주도, 규슈 서남부, 류큐, 타이완 동부로 한정하였다

(이하 동중국해권 민가). 이는 제주도가 12세기 고려

에 복속되기까지 독립국가인 를 유지하였고, 오

키나와도 독립된 왕국을 유지하다가 19세기 일

본에 복속되었고, 타이완은 17세기 이 대거 이

주해오기 전까지 독립된 문화를 유지하는 등, 한·

01

02 『 』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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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주류문화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여 

동중국해권의 개별적인 문화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지리학·민속

학·인류학·건축학 등 기존연구03를 참고하였고 대

상지역의 민가를 답사하고, 민가 내에서 이 좌

정하는 공간( )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주문화권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동중국해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매년 태풍

이 지나가는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많은 신을 의지하

는 신앙이 자리 잡았다. 신라와 가야, 제주도를 비롯

한 동중국해 지역에는 , 

,  등 남방계 신화가 분포하고, 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제주도 삼성신화는 세 공주

가 벽랑국에서 목함을 타고 표류해 왔고, 송당의 금

백조 여신, 내왓당의 천자또마누라, 한수리의 영등

당과 우도의 영등할망당 등은 바다에서 도래한 신들

이고, 칠성본풀이, 토산당본풀이, 차귀당본풀이 등

에 등장하는 뱀은 바다 건너 남방에서 왔다.04 일본

의 어민들이 섬기는 에비스( ), 류큐에서 섬

기는 도 바다 건너에서 온 여신들이라고 한다. 

특히 제주도 여신들은 직능면에서 천지개벽과 마을

의 성립·분리·확산에 참가하고, 산육, 운명, 치병, 

농경과 풍요, 수복도 관장하며, 집안을 보호하는 역

할도 한다. 실제 여성들의 생활처럼, 여신들은 남신

들 보다 훨씬 다양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동중국해 지역에서 고대국가의 들 

역시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 』 『 』

에 보면, 신라시대에는 계통의 여성이 

를 비롯한 국가제사의 사제였다. 1대 혁거세왕대부

터 19대 눌지왕대까지 계통의 · 가 국

가제를 주관했다. 이후 시조묘가 중국식의 으로 

바뀌고 점차 유교적인 가부장권이 강화되면서, 국가

제사의 제사장도 남성중심이 된다. 일본에서도 고대

에는 가 모든 제사를 주관하였다. 『 』 「

」 에는 ‘왜인 수장들은 원래 을 

세웠으나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대란이 일어나, 

 즉 주술에 능한 무녀와 같은 성격을 가진 히미

코( )가 야마타이국( )의 여왕으로 즉

위함으로써 대란이 진정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외

래종교의 전래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무녀중심의 

무속은 일본 본토에서 점차 사라지고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 제도(류큐)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작은 동산이나 영험한 숲에 설치된 우타키

( )05에는 가민츄( )라 부르는 ‘노로’와 ‘츠카

시’ 등의 신녀들만 출입할 수 있었다. 가 실제 

권력을 행사하고, 무속신앙의 지도자가 로서 여

자라는 점, 피난처에 여자가 도망가면 남편이 더 이

상 추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로 귀양 가는 처벌

을 받기 때문에 여자를 두려워한다는 점 등 여자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06 

타이완의 은 전문적인 성직자가 없고, 다만 

무속적인 방법을 장악한 여무당이 있으며 이들이 흔

히 쓰는 수단은 주술이었다. 

03 』 』
『 』 」

」

04 『 』

05 『 』

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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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지역에서는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

기 위해서 , 의 이중적 생활체계

를 유지하였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산과 바다로 오

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가정 내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이처럼 노동의 성별구

분이 확실한 것은 미크로네시아 여러 섬의 주민생활

과 공통된 내용이다.  

제주도는 화산회토(뜬땅)에 바람 많은 섬으로 다

우지에 속하지만 가뭄이 연례행사처럼 찾아와, 산

촌은 반농반목, 해촌은 반농반어를 유지하였다. 남

자는 주로 어로에 종사하고 여자는 밭일과 연안에

서 잠수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목축과 어업이 마

을 단위의 공동목장과 공동어장에서 행해져서 일차

적으로 혈연적 유대보다는 마을 구성원간의 유대를 

중시하였다.07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공동체적 마을 

당신앙의 성행, 장자 중심이 아닌 균분상속제, 제사

분할상속, 부부중심의 가족제도, 노인생산력의 지속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밭농사를 했던 협업노동체계, 

능력에 따르는 해녀들의 작업, 계 등으로 한반도와

는 상당한 차이를 가졌다. 

오키나와 본도 북쪽인 구니가미( ) 지방의 주

민은 을 열어 벼·밤·고구마를 심고, 촌락 전

면에 있는 옅은 산호초 바다에서 물고기나 해초를 

잡았으며, 뒤쪽의 깊은 산림에서 수렵이나 과실 채

취를 하는 등 농경·어로·수렵·채취 등이 조합된 

복합적 생활 활동을 하였다. 

타이완 은 주로 화전농업을 하고 부분적

으로 수렵을 하였다. 동부해안 아미족( )도 화

전농업을 주로 하는데, 연령계급이 통상 청년조, 장

년조, 노년조 등 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청년조

가 부락의 노농작업인 수렵·어로·항해 등을 담당

하였다. 그리고 란위도( )의 야미족( )은 

남자는 고기를 잡고 여자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노인은 생선을 말리거나 선박공사에 참여하는 등 사

회가 분업화되었다. 

동중국해 지역의 가족구조는 와 더불어 

· 가 공존하고 있다. 타이완에는 모

계·쌍계·부계사회가 공존하고, 류큐지역은 쌍계

사회에 17세기 이후 나하( )·슈리( )를 중

심으로 부계제가 수용되었다. 규슈지역은 이에( )

의 관념이 비교적 약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

역도 있어서 보다는 (비동

족촌락)이 많다. 제주도는 외부적으로는 부계사회

이지만 내부적으로 여성중심의 가족구성을 이루고 

있다. 사회인류학의 연구에 따르면, 동족촌락의 기

본이 되는 가부장권적 지배문화는 대륙북방계에 원

류를 두고 있으며 연령계제제의 뿌리는 남방계(오스

트로네시아 종족)에 있다고 한다.08 

동중국해 지역에서 에는 타이완의 아미

족·피난족·평포족이 속한다. 재산과 가계의 계승

이 모녀상속으로 이루어졌고, 여가장은 가족사무 특

히 가족재산에 대해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아미족의 남자는 혼인 후 여자집에 들어와 

대부분 살고, 이들의 지위는 가족 가운데 비교적 낮

은 편에 속한다. 

에는 타이완의 타이야족·야미족, 류큐

지역이 이에 속한다. 타이야족은 혈연을 기초로 한 

친족조직은 느슨한 대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각종 

단체가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지역단체는 부락의 

07
‘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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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한 명의 두목과 2~3명의 부두

목에 의해 통솔된다. 야미족 사회는 씨족조직이나 계

급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은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어단조직이다. 오키

나와 친족제도는 양변적인 친척(bilateral kindred)과 부

계의 출계집단이 공존하고 있다. 양변적인 친척은 일

정한 관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친족에 대해서는 어

머니 쪽과 아버지 쪽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들은 조상제사를 제외한 농사활동, 통과의례, 가옥신

축 등을 포함하여 협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는 제주도, 규슈 그리고 타이완의 싸

이시아족·뿌농족·사오족이 속하지만 그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제주도에서 친족관계는 유교적 부계중

심으로, 남자가 친족사회의 중추로서 제사를 지내는 

제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제 생

활면에서는 중심의 핵가족을 이루어, 가정 내 경

제권과 책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규슈지방과 태평양 해안에는 연령계제제촌락이 많은

데, 이는 동족촌락과 달리 이 아니라 개인연령을 

중심으로 마을생활을 영위하는 횡적결합의 수평적 연

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 관념이 미약한 

탓에 집을 영속적으로 계승시키려는 관념도 별로 없

어서, 아들은 혼인과 동시에 부모와 별거를 하는 

09를 흔히 볼 수 있다. 타이완의 세 부족은 

부락 내에 완전한 부계씨족 조직계통이 존재하고 있

다. 부락의 정치·경제·종교활동의 기초로 부락의 

공공사무는 모두 씨족 족장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민가는 굴렁

진 부지에 돌담과 방풍림을 두르고 웅크린 모양의 새

지붕과 현무암 외벽을 쌓았고, 안거리·밖거리·모

커리가 두거리·세거리·네거리인 집을 구성하였다. 

세대별로 구분된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 상방, 구

들, 정지, 고팡이 자리하는데, 안거리의 상방에 문전

신, 정지에 조왕신, 고팡에 안칠성 그리고 안뒤에 밧칠

성, 돗통시에 측신을 모셨다. 그리고 안거리에 사는 사

09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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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조상제사와 마을에서 친족의 일, 마을 부조, 마을 

부역, 마을 공동재산권, 당에 가는 일 등을 담당하였

다.10

19세기 초에 건립된 성읍의 한봉일 가옥<그림 2>

은 이문간을 들어서면 안거리와 밖거리가 마주 앉은 

세거리집이다. 도로면보다는 조금 나지막하게 마당

이 자리하고 집 주위에는 넓게 울담을 두르고 담 안에

는 우영(텃밭)을 일구었고 안마당 깊숙한 곳에 측신을 

모시는 통시가 있었으나 지금은 허물어져 버렸다. 안

거리는 상방과 큰구들은 난간을 통해서 들어가고, 큰

구들 뒤쪽에 안칠성을 모시는 고팡이 위치한다. 취사, 

식사, 작업, 저장 등이 이루어지는 정지는 흙바닥이

고, 벽은 현무암을 쌓았고, 천정은 가구구조가 노출되

어 있다. 대개 외벽 측에 현무암 3개를 세운 ‘솥덕(솥

받침대)’을 조왕신으로 섬겼고, 여기에 4~5개 솥을 

크기 순서대로 걸어 놓고 사계절 취사에 이용하였다. 

일본 민가는 동·서로 많은 차이를 가지는데, 규

슈에서도 서남부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바람

이 강하고, 주택법에 따라 집을 크게 지을 수 없어서 

이 지역만의 독특한 민가형을 형성하였다. 주거공간

인 ‘오모테( )’와 취사공간인 ‘나카에( )’가 

분리된 자형( )과 더불어 자형( ), 자

형( )으로 변화된 주택형이 등장한다.1 1  몸채인 

오모테와 나카에뿐만 아니라 부속채인 곡물을 저장하

는 구라( )나 바깥 변소 등에도 가신( )을 모셨

다. 이후 일본본토의 영향으로 개념이 수용되어 

손님을 위한 전열과 가족을 위한 후열로 구분되었다.  

1830년에 건립된 사카이가( , <그림 3>) 주택

은 원래는    에 위치했지

만 지금은 에 옮겨졌다. 이 주택은 정

면에서 보면 자형( ) 같아 보이지만 배면에서는 

2개 동이 길게 돌출된 자형이다. 구조적으로는 

자형에서 자형으로 발전과정에 있는 집이다. 보칸 

2칸의 과 보칸 2칸 반의 이 접해 있고, 

접합부 상부에 기와홈통( ) 8매가 설치되어 빗물

을 흘려보낸다. 우측의 토간동은 기둥의 외측에 독립

된 흙벽이 설치되어 비바람을 막고, 중간에는 

가 세워져 있고, 아궁이쪽 기둥에 을 모셨다. 좌

측의 거실동은 표측으로부터 자시키( )·오마에·

10 』

1 1 』 竈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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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시키에는 다다미를 깔고 

을 설치하였고, 오마에는 가족단란의 장소로 마

룻바닥에는 이로리( )를 두었다.

류큐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 지대가 낮은 부지에 

석회암의 담과 방풍림을 두른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지

었다. 류큐 민가는 중앙의 ‘우후야’( )와 서쪽의 

‘토구라’( )로 분리된 것이 원형이었으나, 점차 

한 동으로 연결되어 간다. 우후야의 평면구성은 동측

을 상위로 해서 부터 접객실인 1 는 가족의 

수호신을 모시는 이 있고 의 공간이다. 

가족실인 2 는 이 있고 주인부부의 침실로 

사용되며, 3 는 작은방으로 토구라와 인접하여 식

사장소로 사용되고 식구가 많은 경우는 옷장 같은 가

구의 수납장소가 된다. 이처럼 앞쪽에는  개념의 

오모테( )를 두고 뒤쪽에는  개념의 우라자

( )라는 수장공간을 둔다.12 토구라는 대부분 흙바

닥으로, 이곳에 솥을 놓고 작업장과 취사장으로 사용

한다.

12 『 』

【 그림 4 】 』, 

【 표 1 】 

竈

』, 

【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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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현  에 위치한 요시모토

가( , <그림 5>)의 주옥은 메이지( ) 말경에 

지은 단층집( )이다. 주택은 석회암으로 쌓은 돌담

이 둘러져 있고, 입구에는 ‘힌푼’(차면담)이 세워져 있

다. 주옥은 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북서측에는 ‘후

루’(돼지 뒷간), 남측에는 자연석을 이용한 이 있

다. 주옥 뒤쪽에는 ‘아다이’(주택 내 야채밭)가 있다.

주옥은 부엌과 우라자( )를 증축한 열쇠형(

)이다. 오모테( )의 1 에는 도코노마, 2

에는 불단이 있고, 그 사이에 가 세워져 있어 

집의 중심을 상징한다. 부엌에는 화신, 후루에는 후

루신, 우라자에는 난도가미를 모셨는데 이들은 서쪽

과 후열에 위치한 반면, 신당과 불단은 동쪽과 전열

에 위치한다. 또 신앙상의 문-힌푼-불단이 중축선상

에 놓여 있다.

타이완의 원주민은 한 ‘ ’과 전통문화

를 유지하고 있는 ‘ ’으로 대분된다. 고산 9개족

은 부족별로 반수혈, 지상옥, 고상옥, 석판옥 등 다양

한 주거형을 유지하고 있다. 고산족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아미족( )은 동부 화리엔( )에서 

타이둥( )까지 남북으로 좁고 길게 해안평지에 분

포한다. 화전농경을 주로 하며 사회조직은 장로회의, 

두목지도, 연령계급 및 대가족의 모계사회로, 모계상

속·데릴사위제도·여성가장제가 두드러진다. 건축

은 주택(주옥, 주방, 공작실, 곡창, 축사, 해골집)과 

집회소가 있다.13 

이 집은 타이중( ) 에 세워져 있는 

의 북부아미족 주택이다(<그림 7>). 주옥

은 장방형으로 바닥이 50~60cm 높여진 고상식이고, 

지붕은 50cm 두께의 맞배초가이다. 벽은 판벽과 띠벽

으로 구성되었고, 기둥은 판상형 목재이다. 특히 조

13 』

【 그림 6 】 
』, 『 』, 

【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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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상징하는 중심기둥에는 기하학적 문양이 장식되

어 있다. 내부는 대나무바닥의 통간이지만, 동선을 중

심으로 해서 동쪽은 여성공간, 서쪽은 남성공간으로 

분리되고, 취침할 때에는 방 중앙에서 잔다. 아미족은 

대부분 대가족으로 큰 주택을 지어 실내의 좌우양측

에 화로를 설치하고 그곳에 화신을 모셨고, 별도의 칸

막이벽을 세워 젊은 부부의 침실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별동형 부엌과 축사를 따로 건축하였다.

동중국해 지역은 화산섬으로 토지가 척박해 생산

성이 낮고 어로행위의 위험도 컸고, 지진·태풍 등 자

연재해가 빈번하여 신의 가호를 구하고자 하여 집안 

곳곳에 을 모셨다. 그 중에서 부엌의 , 곡창

의 , 측간의 은 여성신으로 인식했고 

도 주부였다. 이를 중심으로 불·농경·여성과의 관

련성을 살펴본다.

동중국해 지역에서 불은 취사·난방·조명의 기

능적 역할 외에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었다. 이곳의 

은 3개의 돌을 신체로 삼으며, 바다를 건너온 수

평신이자 여신으로 인식되었고, 의례의 집례도 대부

분 주부가 담당하였다.14 특히 제주도, 규슈, 류큐, 타

이완 등에는 남양 건축의 특색인 별동형 부엌이 분포

하는 공통점을 가진다.15 이곳의  화신 성격은 쿠로시

오를 통해 남양에서 전파되었고, 이후 천상을 오르내

리는 조왕신의 성격이 중국남부 경로를 통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의 동부해안가에 거주하는 아미족은 별동

형 부엌을 구성하였다. 부엌결구는 주옥의 방식과 동

14 』

15 』

【 표 2 】 

【 그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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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옥내에 화로 및 선반, 농기구를 설치하였다. 

화로에는 대소차가 없는 4~5척의 큰 돌 3개를 세우

는데, 이는 의 신체로 삼는 남방계의 특성이다. 

류큐의 별동형 부엌인 ‘토구라’에는 원시적인 아

궁이를 상징하는 3개의 돌을 바다에서 주어다 부뚜막 

벽쪽에 세모꼴로 놓고 소금 한 주먹을 놓는다. 류큐

에서 은 제1신으로 바다 건너 에서 온 수평

신으로, 의 속에는  유래기, 태양신(여

성신), 조상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명절의례나 

를 지낼 때 제일 먼저 에게 제례를 올리고, 매

월 1일과 15일에 주부가 제사를 지낸다.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과 미아자키현에는 별동

형 부엌인 ‘나카에’가 분포하는데, 대개는 아궁이 근

처에 시렁을 마련하고 그 위에 부적이나 을 안치

한 형태이다.16 규슈를 포함한 서일본에서는 과 

의 신격을 동시에 가진 코진사마( )를 섬겼

다. 은 불이나 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농작, 

가족, 의 수호신, 부와 생명을 관장하는 다양한 

신격을 갖는다.

제주도 동남부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

에서는 안거리와 떨어진 곳에 ‘정지거리’를 따로 지었

다. 현무암벽에 띠지붕을 얹고 흙바닥에 돌 3~4개를 

솔발처럼 모아 놓은 화덕을 4~5개 나란히 두었다. 이 

화덕에 좌정하는 조왕신( )은 할머니신으로 마을

공동체의 평화와 집안의 부를 관장하는 것으로 여겼

다. 대개 음력 정월이나 2월에 마을제가 끝난 다음에 

날을 받아서, 문전제를 지내고 나서 조왕신제를 지냈

다. 이러한 정지거리는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안거리 

안에 정지가 위치한다. 그리고 고상의 상방에 난방·

조명 및 간단한 조리를 위해 봉덕(혹은 부섭)으로 불

리는 붙박이 화로를 종종 설치하였다.

곡물재배를 생업으로 하는 많은 민족에게 곡령신

앙은 폭넓게 분포하는데, 전형적인 것은 벼농사지대

에서 볼 수 있고 곡신은 어디서나 여신으로 취급된

다. 보통 벼의 산실을 지어 벼의 혼이 재생하기를 기

원하는 제사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17 동중국해권의 

곡창 형태는 일반적으로 곡물건조를 위해 고상식으로 

지어졌고, 일부 비바람막이와 동물들의 접근을 막는 

쥐방지판(동남아 전통)이 첨가되었다. 옛날에는 마을 

공용의 곡창을 촌락과 분리된 경작지 가까이에 세웠

으나, 이후 생산성과 경제성이 향상되면서 개인주택 

내에 건축하였다.

타이완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뿌농족·사오족·파

이완족은 옥내에 얇은 돌판을 세우고 그 안에 곡식을 

보관하지만, 대부분의 고산족은 마을 중심에 별동의 

곡창을 세웠다. 해안평지에 거주하는 아미족의 곡창은 

낮은 고상식으로 상부재료는 대부분 대나무로 통풍은 

좋은 반면 빗물이 들이치기 때문에 지붕에 초가를 첨

가하였다.

16

17

【 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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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큐 일대의 곡창은 4개(혹은 6개, 9개)의 둥근기

둥 위에 마룻바닥을 짜고 곡물 따위를 갈무리 하고, 

의 지붕을 걸어두었다. 곡창 아랫부분은 그늘이 

져서, 그곳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하고 어린이들이 노

는 장소로도 사용하였다. 경제력을 갖춘 집에서는 곡

창을 주택 내 주동 앞에 설치하였고, 이후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주옥의 후열인 ‘우라자’를 구성하여 곡물

을 보관하였다.  

일본 · · 지방의 주택에서는 부부

의 침실로 사용되는 후열의 ‘난도( )’에 머무는 신

령을 ‘난도가미( )’라 총칭하고, 매월 1일과 15

일에 주부들이 제사를 지낸다. 난도가미의 정체는 

으로, “당초엔 오직 낟가리에서만 위했는데, 이윽

고 마당에 설치한 곡창( )에서도 봉사하게 되었고, 

나아가 몸채의 난도로 옮겨 위하게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이나다마( )’의 제장이 옥외에서 옥

내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건축기술에 따르는 난도 

공간의 성립에 의해, 그 난도가 부부침실이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이 되어, 영혼의 재생에

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8 그러나 아직도 쓰시마( )에 돌지붕 창고

군( )은 화재에 대비해서 거주지역과 분리되어 세

워져 있다.

제주도 민가에는 별동의 곡창은 없고 큰구들 뒤

쪽에 ‘고팡’( )을 설치해 주로 보리, 조 등 곡류나 

콩, 유채 등을 담은 항아리들을 두었다. 제주도 전역

에서는 고팡에 ‘안칠성(고팡할망)’을 모셨고, 쿠로시

오가 흐르는 정의·표선 지역에서는 뒷마당에 ‘밧칠

성(뒷할망)’도 함께 모셨다. 이 칠성신들은 여성들의 

제물을 받아먹고 집안에 부를 안겨주는 뱀신19으로,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여 대부분의 농사짓는 여성들은 

명절을 기해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가야의  

중에 고상식 창고가 보이고, 예전에 제주도 해안에 

그물 따위의 어구를 저장하던 ‘덕’은 이와 유사한 형

태이다.

이라는 변소귀신은 칙신·측간신 등으로도 

불리며, 대개 젊은 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농경

민족의 정착성이나 농사와의 관련성에 의해 일찍부터 

한·중·일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굳어져 내려온 것

이다. 그런데 중국 화남지역, 필리핀, 타이완, 류큐, 

제주도 및 한반도 남부에는 돼지우리와 뒷간이 미분

리된 독특한 돼지 뒷간이 널리 분포한다.20 이것은 

중국 나라의 가형토기에서 보듯 고상식 구조이고, 

석재를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더불어 측신

에 대한 민간신앙과 그에 따른 행동양식도 유사하다.

18  ‘ ’ 」 『 』

19 』 ‘
’

20  

【 사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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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돗통시는 6~10여 평 안팎의 땅을 1m 

깊이로 파서 검은 현무암으로 쌓고, 고상부에 변소

를 두었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조왕신과 측신을 처첩

관계로 설정하여 부엌과 변소가 멀리 떨어져야 한다

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또 돗통시에는 

(치귀)가 있어서 용변을 보는 중에 이 병에 걸리면 백

약이 무효로 병이 낫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어서 밤에 

용변 보러 돗통시에 가는 것을 몹시 꺼렸다. 이 신에 

대한 의례는 변소에 기르는 돼지가 흉을 보았다든지, 

‘변소동티’가 났다는 점괘가 내린 때 외에는 별로 하

지 않는다. 

동일본에서는 변소가 몸채의 일부에 자리하지만 

서일본에서는 바깥 변소를 건축하였다. 변소에는 ‘가

와야가미( )’, ‘셋친가미( )’를 모셨는데, 대

부분은 구체적인 신체를 모시지 않으나, 간혹 변소 한

구석에 신사에서 받아온 부적이나 종이로 만든 작은 

인형을 신체로 모신 곳도 있다. 대개는 특정한 이 

없고 섣달 그믐날이나 정월 대보름에 시메나와나 간단

한 공물을 바쳤다. 변소신은 깨끗한 걸 좋아하는 여신

이거나 혹은 한쪽 손이나 눈이 없다는  전승도 폭

넓게 존재한다. 

류큐에서 돼지우리와 뒷간을 겸한 ‘후루’는 14세

기말에 중국 푸젠성( )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

고 한다. 부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돌로 쌓아 구획

을 나누고, 돼지집의 지붕은 띠로 덮은 과 

아치형 그리고 기와를 올린 기와 지붕형 등 민가에 

따라 다양하다. 류큐에서는 일찍부터 측신인 ‘후루신’

을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으로 믿어 왔다. 외출

했다가 밤중에 귀가했을 때는 먼저 후루에 들러 자고 

있는 돼지를 깨워 ‘긱!’ 하는 소리를 확인하고서 방안

으로 들어와야 후루신이 뒤쫓아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타이완의 파이완족·루카이족 민가에서는 일실형

의 주택 내부에 돼지우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나뭇가

지를 걸쳐 측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동중국해 지역에는 몸채와 별동형 부엌을 기본으

로 하는 이 널리 분포하였다. 이것은 아열대성 

기후로 겨울에도 각 건물간의 환기를 좋게 하고, 태

풍시 대규모 민가보다 소규모 민가 쪽이 유지관리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후 분동형은 생활양식의 변화, 

건축기술의 발달, 가사제한 등으로 점차 일체형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류큐 민가는 분동형→열쇠형→우

진각형으로 ‘우후야( )’와 ‘토구라( )’가 일체

화 되어가고, 규슈 민가도 주옥인 ‘오모테’와 취사옥

인 ‘나카에’가 점차 연결되면서 자형에서 자형·

자형으로 변모한다. 제주도 민가는 별동의 정지거

리가 점차 없어지고 안거리에 정지를 구성하고, 가

족구성과 경제력에 따라 안거리·밖거리·모커리가 

튼 자형으로 배치된다.21

더불어 동중국해 지역에서 과 의 제사

와 제장을 통해서도 분동형이 일체화되는 과정을 엿

볼 수 있다. 은 별동형 부엌에서 모셔지다가 몸

채 내 부엌으로 옮겨가고, 이후 조리를 위한 흙바닥

【 사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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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덕에서 난방을 위한 고상의 화로가 분리되면서 

화신도 분리되는데, 지역에 따라 고상의 화신을 더 

상위로 섬기기도 한다.22 도 마을 중심부의 곡

창에 위치하다, 개인주택 마당의 곡창(혹은 낟가리)

으로 옮겨가고, 이후 몸채의 내부에 좌정하였다. 이

때 제주도의 ‘고팡’, 규슈의 ‘난도’, 류큐의 ‘우라자’는, 

겹집의 후열이라는 주택 내 위치와 곡식을 보관하는 

기능까지 유사하다. 이에 반해 이 좌정하는 돼지 

뒷간은 관리 및 기능상의 이유로 별동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짙고, 특히 제주도와 류큐의 돼지 뒷간은 고

상식의 석조로 유사한 외관을 취하고 있다. 

한국·일본·중국·타이완을 포괄하는 동북아시

아는 유교문화권으로 묶을 수 있지만, 동중국해권은 

토속신앙이 비교적 순수하게 전승한 곳으로 한편으로 

오세아니아 및 중국남부 소수민족의 신화와도 공통되

는 점이 많다. 이후 불교·유교가 수용되면서 예로부

터 있어온 조상숭배의 풍습은 타이완의 고산족을 제

외하고는 불교화·유교화하여 동중국해권 민가의 

은 이중적 구조를 취한다. 

제주도의 신앙체계는 고려 이전에는 무속신앙이 

자리잡았고, 고려 때에는 불교가 번져갔지만 기존의 

무속신앙과 습합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한반도로부

터 유교가 수용되지만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

하고 갈등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 서원

이 설립되었고, 유교식 이 남성들에게 보급되

었다. 이후 제주의 마을에서는 남성중심의 유교식 ‘

’와 여성중심의 무속적 ‘당굿’이 나란히 행해지고, 

에서도 차례나 기제사와 같이 가장 중심의 유교

식 의례와 고사·안택 등과 같이 주부 중심의 집신

( )제사로 유지되는 이중적 구조를 보인다.

규슈 민가에는 몸채인 오모야( )뿐만 아니라 

부속채인 곡물을 저장하는 구라( )나 바깥 변소 등

에도 다양한 가신( )을 모셨다. 그런데 17세기 

중엽부터 서민주택의 에 접객공간인 데이와 자

시키가 등장하면서 그곳에 의 신을 모시는 가미

다나( )와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불단( )이 옮

【 그림 9 】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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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가고 이 아침·저녁으로 공물을 바쳐 예배를 

올린다. 이로 인해 인 다이도코로·도마·난도 

등 가족중심의 사적공간에는 기존의 정령적인 신령들

인 난도가미, 에비스 등의 무속신이 자리하고 주부들

이 제사를 드렸다. 

류큐 민가에서는 화신, 후루신, 중주를 섬겼는데, 

17세기 이후 1 에 , 2 에 이 설치되

었다. 신당에는  이전의 신, 즉 명백하지 않은 

먼 선조를 모시되 여기에는 위패가 없고 불단에는 명

백히 알려진 개조자로부터 바로 전에 사망한 조상까

지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불단은 대종가뿐만 아니라 

소종가에도 있지만 신당은 대종가에만 있다. 묘제나 

불단·신당 제사시에는 여자가 참석한다. 즉, 류큐 

민가의 영역은 · - · , · - · 라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동중국해권 민가의 을 통해서, 첫째 화신(조

왕신), 조령신, 측신은 출생과 생산 등 타계와 연결되

며, 곡식·씨앗의 보관과 음식을 조리하고 퇴비로 거

름을 만드는 등 농경과 관련된다. 이들을 모시는 곳

은 별동형 부엌, 곡창, 측간 등의 별동으로 존재했다

가 점차 주택 내로 흡수된다. 둘째, 곡창과 돼지 뒷

간은 고상식이어서 중국남부와 동남아 경로와, 별동

형 부엌과 의 성격은 남양 경로와 관련이 있는 

등 해양문화의 혼합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별동형 부

엌·곡창·돼지 뒷간에 석재의 사용은 동중국해 

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셋째, 동중국해권 민

가는 여성중심의 공간이 발달했으나, 점차 한·중·

일 주류문화권의 영향으로 여성공간의 중요성이 줄어

들고, 여성신의 신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제주도 민가에서 무속의례는 여성

이 유교의례는 남성이 주관하고, 규슈 민가에서  

성격에 따라 공적공간인 오모테측과 사적공간인 우라

측으로 구분되고 제사자들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다. 류큐 민가에서는 동쪽에 을 두고, 서쪽에 

을 모시는 이중적 성역을 이룬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건축공간에 

남존여비의 상하질서가 나타나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에서는 힌두나 이슬람의 영향으로 남녀영역이 명확히 

분리된 파르다시스템( )이 나타난다. 그에 비

해 동중국해 지역에서는 수평적 세계관이 가족구성과 

가계계승 등에 영향을 미쳐 남녀가 섞여서 나란히 자

는 등, 건축공간에 위계적인 공간구성이나 복잡한 영

역의 분리가 발견되지 않는 수평적 구성을 이룬다. 

제주도 살림집은 안거리와 밖거리로 남녀별 분리

가 아닌 세대별로 분리되었다. 결혼과 동시에 독립적

인 채에 거주하고 그에 딸린 각각의 정지·고팡을 지

님으로써 처음부터 별개의 경제권과 주부권을 획득

하였다. 이처럼 생활공간의 독립과 경제적 독립은 대

등한 인간관계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었다. 주택공

간 내 남존여비나 내외사상 등이 강하지 않았고 강력

한 권위나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다. 제주민가의 큰구

들에서는 부부·유아의 침실 또는 내객의 침실 그리

고 · ·  등으로 사용되었고, 작은구들

에서는 미혼자녀가 생활하였다. 큰구들이 발달하지 

않은 것을 여자의 외부활동이 잦은 것에 원인을 찾기

도 한다. 중앙에 위치한 상방은 접객, 여름철의 취침, 

식사 그리고 가족의 단락과 휴식, 의 제사 등 구

심점을 이루는 장소였다. 이는 온난한 기후로 상방에

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권위나 형식보다 실질과 합

리성을 중시하는 수평적 인간관계에 근거한 가족구조 

및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상방에서 좌석배

치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주부가 식량을 보관한 고팡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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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열쇠를 가지고 고팡문을 등지고 앉고, 남편은 

외부와 통하는 상방의 호령창 근처인 ‘생깃(성주)말’

에 앉았다. 손님은 통상 상방에서 맞이하는데 정지쪽

으로 앉았다.23 

규슈지역에 분포하는 ‘히로마( )형’ 평면에서

는 실내 중심에 있는 나카노마가 가족침실·식사·단

란·응대의 장소이고, 난도는 부부침실과 수납공간이

고, 자시키는 행사 및 접객공간이었다. 특히 나카노

마는 제주도 민가의 상방과 위치와 기능이 상당히 유

사하다. 그리고 ‘ 자형’은 히로마형의 나카노마 공간

이 다이도코로와 데이로 구분되어, 다이도코로에서 

식사·단란·작업이 이루어졌고 데이에서는 행사·

응대·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족의 식사는 화

로가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흙바닥의 아궁이 

근처에 여성이 앉고, 그 맞은편인 입구쪽으로 남성이 

앉았다.

류큐 민가의 평면은 처음에는 중앙에 를 가지

는 1실 주거에서 점차 중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동

자기둥( )으로 용마루( )를 지탱하는 구조로 발

전하게 된다. 접객실인 1 와 가족실인 2 의 2

실이 나열되고 후열에 수장공간인 우라자가 분할되

며, 점차 식사장소인 3실이 나열되는 평면 형태로 발

전하게 된다. 또한 툇기둥( )의 외측에 차양기둥

( )을 둘러서 실을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차양간

( )으로 이용한다. 이처럼 류큐 민가의 평면은 종

분할과 횡분할이 복합되는 형태를 이룬다.24

타이완에서 란위도의 야미족은 주옥에서 전실은 

자녀들이 후실은 부부가 사용하였고, 신혼부부는 산

실을 이용하였다. 화리엔의 아미족은 1실주거로 동쪽

은 여성공간 서쪽은 남성공간이 사용하고 취침할 때

에는 방 중앙에서 잔다. 파이완족의 주택에서 전실의 

의자는 손님의 침대로도 사용하였고 후실에서는 아궁

이 가까운 침대가 여성용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별없

이 기능에 따라 출입구 근처는 남성공간, 아궁이 근처

는 여성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분리가 일부 보인다.

동중국해권 민가에서 남녀공간의 구분이 약하며, 

상하의 수직적 개념보다는 오히려 평등의 수평적 개

념이 강하다. 그래서 공간분화도 기능적 편리를 위해 

이루어진다. 가족의 식사·단란공간, 작업장·건조

장·수장공간인 별동형 부엌은 여성공간이자 대체로 

서쪽에 위치하는 공통점이 있다.25 점차 몸채내에 부

엌이 구성되고 여러 실로 분화하는데, 제주도의 정지

에서 단란과 식사공간인 상방과 챗방, 규슈의 나카에

에서 식사공간인 다이도코로, 류큐의 토구라에서 식

사공간인 3 가 분리되는 등 상당히 유사한 평면구

성과 분화과정을 가진다.

그러나 근세 이후 대륙북방계에 원류를 두고 있

24 『 』

25

【 그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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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부장적 특성이 상류계층과 본토와 교류가 잦았

던 성읍이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북방문

화와 남방문화가 공존하는 이중적 체계를 이룬다. 더

불어 제주도에는 온돌이 규슈와 류큐에는 다다미가 

도입되는 등, 동중국해 지역의 민가는 점차 제주도는 

한국화, 규슈는 일본화, 류큐는 일본화·중국화, 타

이완은 중국화 등 다변화 되어간다. 이를 통해 동중

국해 지역에는 남방문화의 특성들이 잔존하며, 그중

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문화가 강해서 중앙화가 늦

었던 제주도와 류큐의 민가에서는 그 원형을 많이 유

지한 것으로 보인다.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계절풍이 부는 동중국해 

지역에는 대륙의 북방문화뿐만 아니라 단속적이지만 

바다를 통한 남방문화가 복합화되어 이곳 

만의 특색을 이루었다. 들이 좌정하는 을 통

해 제주도를 포함한 동중국해권 민가에서 나타나는 

남방문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동중국해 지역에는 해양과 관련된 수평적 신화

가 주류를 이루고, 척박한 자연화경으로 반농반어·

반농반채 등 이중적 생계수단을 지닌다. 가족구성은 

전체적으로 모계·쌍계사회의 특성이 강한 연령계제

제의 남방계 특성이 잔존하면서도, 외부적으로 대륙

북방계에 원류를 두고 있는 가부장권의 특성이 상류

계층과 도시에 나타나는 이중체계를 유지한다. 그래

서 주택구조는 종적위계·남녀구별의 수직적 공간구

성 대신에 세대별·기능별에 따른 수평적 공간구성을 

이룬다. 

2. 동중국해 지역은 정령신앙·조상숭배를 기반

으로 한 토속신앙으로 들은 여성·농경·불과 관

련성이 깊다. 부엌에서는 화신(조왕신), 곡창에서는 

곡령신, 측간에서는 측신을 섬겼는데, 이들은 대부

분 이고 도 주부들이 담당하였다. 이후 한·

중·일 본토에서 불교·유교가 들어오면서 기존 여성

중심의 무속의례와 남성중심의 불교·유교의례가 공

존하는  을 이룬다. 

3. 동중국해 지역에서 조왕신, 조령신, 측신들을 

모시는 곳을 통해 별동형 부엌, 곡창, 돼지 뒷간 등이 

별동으로 존재했다가 점차 주택 내로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건축기술의 발

달에 연유하였다. 또 곡창·돼지 뒷간의 고상식은 중

국남부 경로와 별동형 부엌과 의 성격은 남양 경

로와 관련이 있는 등 해양문화의 혼합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별동형 부엌·곡창·돼지 뒷간에 석재의 사용

은 동중국해 주문화권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4. 동중국해권 민가는 여성중심의 공간이 발달했

으나, 한·중·일 주류문화권의 영향으로 점차 여성

공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여성신의 신격도 상대적

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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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ju Island, in Korea, shows many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rest of Korea. Its culture is rooted 

in mythology which advocates a egalitarian, rather than hierarchical, social structure, the place of women in the home 

is relatively high, and the formation of buildings, the separation of cooking and heating facilities, and the living format 

of residential homes is dissimilar. These disparities in culture indicate that Jeju Island's heritage was not formed only 

from influences from the North, but also from other places as well. To fill in the blanks, residential homes in Jeju 

Island were compared with those scattered throughout the East China Sea, which connect the southern coastlin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Jeju Island. The regions encompassed by the East China Sea, sharing the Kuroshio current and a 

seasonal wind, can be considered as one cultural region integrating cultural aspects from the continental North and the 

oceanbound Sou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outhern culture as seen in southern residences was examined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sacred places in which gods were considered to dwell.

First, the myths of these areas usually concerned with the ocean, and a sterile environment made sustenance 

impossible without a dual livelihood, usually taking on the forms of half-farming and half-fishing, or half-farming, 

half-gardening. Although family compositions were strongly matricentric or collateral thanks to southern influence, 

a patriarchical system like those found in the North were present in the upper classes and in the cities. Therefore, 

residential spaces were not divided based on age or gender, as in hierarchical societies, but according to family and 

function. 

Second, these areas had local belief systems based on animism and ancestor worship, and household deities were 

closely related to women, agriculture and fire. The deities of the kitchen, the granary and the toilet were mostly female, 

and the role of priest was often filled by a woman. After Buddhism and Confucianism were introduced from mainland 

Korea, China and Japan, the sacred areas of the household took on a dual form, integrating the female-focused local 

rites with male-centered Buddhist and Confucian rites.

Third, in accordance with worship of a kitchen deity, a granary deity, and a toilet deity led to these areas of the 

home being separated into disparate buildings. Eventually, these areas became absorbed into the home as architectural 

technology was further developed and lifestyles were changed. There was also integration of northern and south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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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s, with rites concerning granary and toilet deities coming from China, and the personality of the kitchen 

deity being related to the southern sea. In addition, the use of stone in separate kitchens, granaries, and toilets is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the East China Sea. This research is a part of the results gained from a project fund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06.

Key Words :  The East China Sea, Southern Culture, Traditional Houses, Jeju Island, Kyushu, Ryukyu, 

Taiwan, A Family God, Sanctu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