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성씨의기원과발달

동양에서 가장 먼저 성(姓)을 사용한 나라는 중국(中國)이다.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이나 산∙강의 이름으로 성을 삼았다. 신농씨(神農

氏)와 황제씨(黃帝氏)의 어머니가 각각 강수(姜水)와 희수(姬水)에 살았

으므로 성을 강씨와 희씨로 했으며, 성자(姓字) 자체가 여성에서 나온 것처

럼 중국 초기의 성자(姓字)에는 여자(�字) 변을 딴 자가 많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삼국사기(三國史記)』와『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

하면, 고구려는 시조 주몽(朱蒙)이 건국하여 국호를 고구려라 했기 때문에

고씨(高氏)라 하고, 백제는 시조 온조(溫祚)가 부여 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씨(夫餘氏)라 하 으며, 신라는 박∙석∙김 3성의 전설이 있다. 

이처럼 삼국은 고 부족국가 시 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두 중국문화를 수용한 뒤에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식

한자성을 쓰기 시작한 시기는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이후부터로

추정된다. 가령,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신라는 6

세기 진흥왕 부터 성을 사용하 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혈족의

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가 중국식 한자성의 수용과정을 살펴보면, 왕실부터 시작해서

귀족, 관료, 양민, 천민 순으로 성씨가 보급되어 갔다. 중국 당(唐)의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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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왕과 귀족이 김(�)이나 박(朴)씨를 쓰고 백성들은

성은 없고 이름만 있다고 하 다. 그러다가 통일 전후에 6성(설, 이, 정, 손,

배, 최)이 등장하고, 활발한 나당교류 결과 견당사신이나 유학생 및 유학승

들도 성을 취득하면서 진골과 6두품 계층은 점점 더 한성(漢姓)을 수용해

나갔다. 후삼국 시 에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지방호족 가

운데 성씨를 취득하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성씨의 취득은 타집단

에 하여 정치∙사회적 특권이 예상되고 출자관념이 모계나 부계 양자택

일에서 부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씨 취득자가 늘어

났던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폐쇄적인 신라의 골품제도를 청산

하고 새 왕조를 담당할 새로운 지배신분을 편성하기 위해 중국 위진남북조

시 의 성족분정(姓族分定) 정책을 참조하여 전국 군현의 개편 작업과 함

께 군현 토성을 분정하 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군현 성씨가 읍격(邑格)

에 따라 주∙부∙군∙현성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본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결과이다. 또 왕건은 개국공신, 고위관료, 귀부호족들에 한 사성

(賜姓)을 광범위하게 실시하 을 뿐만 아니라, 당말 혼란기에 중국에서 도

래한 외래성에 해서도 적극 수용하 다. 그리고 건국 초에는 주요 인물들

이 고유명을 주로 사용하다가 광종 를 거쳐 현종(1010~1031) 에 이르

면 한식성명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성종(982~997) 에는 지방군현의

일반양민들에게까지 성씨가 보급되고 있었다. 이처럼 이중환(�重煥)이

『택리지(擇里志)』에서“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제

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 바와

같이, 고려초에 성씨가 널리 보급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려초에 확립된

성씨 체계는 15세기초까지 끊임없이 분관과 분파 등의 분화와 발전을 계속

하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다시 한번 정비를 맞게 되고, 그것은『세종실록지

리지』와『동국여지승람』에 실리는데 모두 277성이 존재하 다. 조 때에

이의현(�宜顯)이 편찬한『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개의 성이 있었

다 하고, 1930년 의 국세조사 때에는 250개의 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성씨는 략 250~300개 정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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