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
는 한국성씨총연합회韓國姓氏
總聯合會(총재 황상득黃相得)
가 7월 2 3일 서울신문사에서
시상하는‘2008 대한민국경영
혁신 대상經營革新大賞’의 사
회공헌부문 대상을 받았다.
‘그동안 본 연합회에서 수행한
정통가족제도正統家族制度 수
호사업이 사회와 민족을 위하
여 매우 큰 공적이 있었다는
사회적 인정을 받고 2 0 0 8년도
대한민국경영혁신대상 사회공
헌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성씨연합회에서는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이
제야 본회가 하는 일을 일부
매스컴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하
였다는 사실과 본회의 목적사
업이 민족의 장래에 심대한 영

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는 더욱 힘을 합해
가족법재개정家族法再改正 사
업의 성취를 위해 한층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
체성과 자긍심을 찾아야 하겠
다’고 언명하고 있다.
2 0 0 8년 7월 2 3일자 서울신문

2 0면에 기획광고로 보도된 한
국성씨총연합회에대한 시상이
유는 다음과 같았다.

■성씨문화 창달을 통한 정
통가족제도의 수호자
한국성씨총연합회는 정통가

족제도 수호를 위해 부성승계
父姓承繼 원칙 및 동성동본금
혼同姓同本禁婚 규정 폐지 정

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성씨와
본관 불변의 원칙 회복을 위한
가족법재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상득 총재는‘우리 민
족은 후사가 없을 때 동성동본
의 촌수(항렬)가 같은 친족을
양자로 받아들여 혈통을 잇는
등 성본불변姓本不變의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왔다. 조상에게
서 물려받은 성씨를 인위로 변
경하는 행위는 이른바 환부역
조換父易祖로서 고래로 입에
담지 못할 수치이고 만행’이라
말한다. 연합회는 이로 인해
아버지가 같음에도 성과 혈통
이 다른 형제자매를 한 가족으
로 묶이게 하고 상피相避를 무
분별하게 야기시킬 것이며 혈
족의 계보를 기록하는 족보가
소멸되고 혼인의 순수성이 파
괴되며, 이것이 가족해체로 이
어져 사회혼란을 발생시킬 것
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는 다
음 세 가지를 바로잡는 조속한
가족법재개정을 촉구한다. 첫
째는 자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성ㆍ본으로 이어가야 한다. (부
성승계 성본불변제姓本不變制)
둘째는 계부를 친생부모로 날
조하는 가족법규를 폐지한
다. (친양자제親養子制 폐지)
셋째로 동성동본의 혼인 허용
법위를 20촌 이상으로 한
다. (근친혼近親婚 방지) 황상
득 총재는‘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한 집안에 성씨와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직계혈
족으로 함께 살게 된다면 부계
혈통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민
족의 가족제도는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이며, 먼 훗날
에는 뿌리없는 민족으로 전락
하고 말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9촌 이상의 근친혼이 타
성원칙他姓原則(이성지합二姓
之合)을 파괴하여 열성인자를
양산시키기 때문에 민족의 우
수성이 훼손될 염려도 있다’고
말하고‘연합회원들은우리 민
족의 우수성을 되찾는 성씨문
화의 창달을 위해 사비를 아낌
없이 털어내며 헌신하고 잇으
니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은 관
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밝혔
다. 연합회 최종동崔鍾東 사무
총장은‘시대가 바뀌어 개정된
가족법 전체를 개정하자는 것
은 아니고 우선 위에 언급된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언
론과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또한 본연
합회를 사단법인화하여 좀더
조직적이고 생동넘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하였다.

씨족총연합회에서는 현재 임
의단체로 되어 있는 자체기구
를 사단법인화하기 위해 당국
의 허가를 받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경과를 유
인물로 하여 임원과 각성씨종
회장에게 배포하였다. 씨족연
합회의 사단법인화 사업은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하
였으나 실무 사무관이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문광부 소
관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이 업무의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를 질의하게
되고 총리실에서는 이것이 법
무부 소관이니 그곳에 협의하
여 신청서를 제출하라 하였다.
그러나 총리실의 이첩을 받은
법무부가, 이것은 소관이 법무
부가 아닌 문광부로 사료되며
보다 확실한 것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여 회답을 얻으라는
회신을 보내고 신청서는 접수
하지 않았다.
이에 최후로 청와대에 이 문

제를 질의한 바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 총리실에서 할
일로 생각된다는 회신과 함께
다시 문광부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되 그 접수를 거부할 경
우에 사유를 공문으로 받아 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
었다. 이를 받고 씨족총련은
2 0 0 8년 7월 2 3일 사단법인 허
가 신청서를 문광부에 제출하
였다고 한다.

<權五焄>

72 0 0 8년 9월 1일 월요일 제117호

▲ 씨족총련의 2 0 0 8년도 정기총회 모습

한국성씨총연합회, 서울신문경영혁신상
사회공헌부문대상 받아

문대로 인용하여 소개하겠다.

1 7세기 전반기는 동북아 정
세의 변화에 따른 국제적 질서
의 재편을 둘러싸고 명明ㆍ청
淸ㆍ조선 간에 긴장이 감돌던
시기이다. 명나라는 조선의 임
진란에 개입한 여파로 그 세력
이 쇠락해갔고 조선도 8년여의
긴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된 반
면, 누르하치는 그 기간에 여
진족을 대부분 통합하여 세력
을 확장하더니 마침내 1 6 1 6년
국호를 후금後金이라 칭하고
1 6 1 8년(광해군 10) 이른바‘칠
대한七大恨’을 내세우며 명나
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는
요동의 요충지 무순撫順을 함
락시켜버렸다. 이를‘누르하치
의 난’이라 일컫는다.
권칙은 당시 2 0세였는데 후

금의 누르하치 난이 일어나자
명나라의 원군 요청에 따라 조
선은 구원병을 보내게 되었고
그도 참전하였던 것같다. 임진
란 때 명나라로부터 재조지은
再造之恩을 입었기 때문에 정
예병을 징발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조선의 구원
병을 지휘하게 된 도원수 강홍
립은‘최대한 시일을 끌며 요
동의 현지 상황을 잘 살피고
전투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는
광해군의 밀명에 따라 명나라
와 후금의 틈바구니에서 관망
의 자세로 보인다. 권칙은 강
홍립의 휘하로 들어가 요동의
심하深河 전투에 참전했으나,
강홍립이 후금에 대패한 후 투

항하자 탈출하여 천신만고 끝
에 살아 돌아왔다. 이는 후에

‘강로전姜虜傳’을 짓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성대중成大中( 1 7 3 2 ~ 1 8 1 2 ) ,

‘청성잡기靑城雜記’권5 ‘성언
醒言’. “국포菊圃 권칙은 문관
으로서 강홍립을 수행하여 심
하의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강
홍립은 오랑캐에 항복하였으나
권칙은 적진을 탈출해 돌아와
서 압록강에 이르렀다. 여러날
을 먹지 못해 앞이 보이지 않
았는데 사람 똥을 먹고서야 앞
이 보여 마침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강로전’을 지어
후금의 사정을 매우 자세히 기
록하였는데 역시‘간양록看羊
錄’에 비견된다. 그러나 강항
姜沆이 동토童土 윤순거尹舜擧
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간양록
은 유명해졌고 강로전은 세상
에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조가
같고 사적도 같고 저술이 같지
만 역시 행운과 불운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權菊圃B 以文吏
從姜弘立深河之役 弘立降虜 而

B脫身逃還 至鴨綠江 不食數日
目不能視 嚥人矢而始覩 意得生
還 著姜虜傳最詳備 亦看羊錄比
也
°

然沆以尹童土舜擧之師 故
看羊錄 著於世 姜虜傳 則無稱
焉 氣節同 事蹟同 著述同 而其
亦有幸不幸之異耶)”(국역 청성
잡기, 민족문화추진회, 2006,
4 7 6 ~ 4 7 7면)

위 주기註記의‘청성잡기’
‘성언醒言’의 내용에서 국헌공
의 호가 국포菊圃로도 불렸음
을 엿보게 한다. 그 저자 성대

중成大中이 공의 호 국헌을 국
포로 잘못 적었을 수도 물론
있다. 공이 그 호를 국헌이든
국포든 국菊으로 말미암은 것
은 그 1 0대조 국재菊齋 문정공
文正公의 호에서 이를 본받고
자 따온 바일 것이다.
성대중은 국헌공보다 1 3 0여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다. 호
가 청성靑城이고 찰방察訪 성
효기成孝基의 서자인데 영조
때 탕평책蕩平策에 편승한 서
얼통청庶孼通淸에 힘입어 청환
淸宦에 들어가 서얼통청의 상
징적 인물이 된 사람이다. 지
재遲齋 김준金焌의 문인으로서
일찍 허통許通이 되어 2 2세에
생원이 되고 2 5세에 문과에 급
제하였다. 32세 때인 영조 3 3
년, 1763년에 통신사 조엄趙B
을 수행하여 일본에 다녀왔고
정조 8년, 1784년에는 5 3세로
겨우 흥해군수興海郡守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정조正祖가
매우 아꼈으나 신분의 한계로
부사府使에 그쳤다. 청성집 1 0
권을 남겼는데 학맥은 노론老
論 낙논계洛論系 성리학자였고
북학北學에 전도되어 홍대용洪
大容ㆍ박지원朴趾源ㆍ이덕무
李德懋ㆍ유득공柳得恭ㆍ박제
가朴齊家 등과 교유하였으나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에 적
극 호응하여 북학파와 성리학
을 토대로 한 순정문학醇正文
學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대
중은 그 신분과 생애가 전세의
국헌공과 너무 많이 닮았기 때
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같
은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權五焄>

4면에서 계속

8월 1 1일 1 1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안동권씨기로회에
서 정기 월례회가 열렸다. 지
난 7월의 월례회는 피서철이
겹친다고 하여 쉬고 말복철을
겸하여 이날에 모임을 갖게 되
었다.
권오필權五泌 기로회후원회

장의 사회로 개회가 되어 권병
홍權炳洪 회장이 인사말을 하
면서 저간의 기로회 근황과 경
과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근년
에 삼육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한
권혁용權赫鏞씨가 새 회원으로
나와 3 0분 정도의 특강을 하였
다. 추밀공파 양촌ㆍ안양공安
襄公( 1 8世 攀)계 시조후 3 6세
인 권혁용씨는 고향이 선대 묘
산이 있는 성남시 금토동으로
고려대 경제과를 나와 삼육대

경제학 교수로 생평하여 정년
을 마쳤다는 경력으로 소개되
었다.
권혁용씨는‘따뜻한마음, 행

복한 얼굴로 건강하고 행복하
게 살자’는 주제를 칠판에 쓰
면서 대학을 나와 ROTC 1기로
임관하여 수송병과에서 정비장
교로 복무한 이야기부터 시작
하여,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경제원론을 강의할 때 첫째로
한 말이 알프레드 마샬의‘워
엄 하트warm heart’와‘쿨 헤
드cool head’였다면서 따스한
마음과 시원한 머리로써 인간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으로 살
것을 차분한 어조로 강연하였
다.

<사진ㆍ글 權奇允>

▲ 권혁용씨가 특강을 하고 있다.

안동권씨기로회 8월 정기월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