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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告

제 457 호ㅤㅤ檀紀 4346年 癸巳 음 5월 23일(戊辰)

1974년 12월 1일 創刊

강남역 1번출구 또는 역삼역 3번출구 도보5분
1층 SK텔레콤 건물 내(성곡빌딩)7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7층(역삼동, 성곡빌딩)
(구조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7층)
대표전화 : 02)538-2244 / 팩스 : 02)562-7007

대표이사

권성률

(39. 인천. 추밀공파 제간공계. 35世)

C.P 010-7325-7556

일도 철학원 작명 개명 상호 전문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술인의 명예)
희소식 :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의정부 전국 안동권문
전국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에게 타 작명소에서 20-30만원을 할인(반값에)해드립니다.
● 평생 사주 재물운 궁합굛택일 건강운 미래운
심리상담자격 노인건강지도자격=노인치매예방질병자격증 소지

서울 도봉구 쌍문3동 88-21 편의점(2층) (심리상담실 운영 자격有)
전화 : 02)987-3265 팩스 : 02)996-9857 010-9762-7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치 : 전철 4호선 쌍문역 4번출구 100m(편의점2층)
◆ 옛날 공자님의 말씀 이름이 좋으면 출세, 잘먹고 산다
◆철학은 미신이 아니고 학문이고 과학이다
일도 철학원 권 영 섭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TEL : 02)5752-5555
FAX : 02)6008-0677

http://flowertown.kr
H. P : 010-2240-4242

권성희 한마음회장 경로(敬老)축제 성황리 개최
설운도, 현숙, 하동진 등 6시간 8000명 잠실벌 달구다
지난 6월4일 오전10시 서울종합운동장 학생체
육관에서 서울특별시 후원, 사단법인 한국연예
인 한마음회 주최 룏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축
제룑 행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사)한국연
예인 한마음회 이사장 김상희 가수, 현 회장인
권성희 가수, 배재우 상임이사, 임원, 회원 등 그

리고 국내굛외 귀빈 50여명과 서울특별시 후원의
25개 구(區)에서 초청된 경로 할아버지, 할머니
8,000여명이 관중석을 꽉 메운 가운데 룕제15회 한
국연예인 한마음축제룖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 진행은 제1부 기념식 공식행사 11
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어 점심(도시락 제공)
을 곁들인 제2부 인기연예인
축하공연이 오후4시까지 진
행되었다. 이날 1부 행사에
는 김병찬(MBC. 방송인)씨
현 주최 측 진행위원장의 사
회로 개회선언 시 당회의 창
립배경 및 구성진을 설명하
고 내빈소개로는 본 행사 후
원 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
장과 김상희 이사장, 행사 주
최 대회장인 권성희 회장, 참
석한 후원회, 내빈소개 등으
로 진행되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와 본 행사
△(주)스타키코리아 한국지사장으로부터 경로축제협찬으로 보청기 기증 기념촬영장면(좌로
권성희(聖姬.59) 회장의 대
부터 김병찬 사회, 스타키한국지사장, 가운데 권성희대회장, 김상희 이사장, 김종석 진행위
회사로 룕 할아버지 할머니
원장 등).

안녕하십니까? 손을 흔들며 정중히 인사한 후 마
음을 한층 더 밝게 해주는 초여름이 상큼한 나날
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15회 한마음 축
제에 참여 해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오
늘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
별시, KB국민은행, 배나감사회 후원 내빈 및 본
행사를 적극 도와주신 협찬업체에도 감사드리며
저희 연예인 한마음회는 효의 실천과 가족사랑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효의 전령이 되겠습
니다.룖라고 인사말 하였다. 이어 김상희 이사장
의 치사와 시상식으로 장수 할아버지, 할머니 표
창시상 및 꽃다발 증정을 권성희(聖姬) 회장이
하였다.
1부 식전행사를 모두 마치고 제2부 축하공연
으로써 오픈 배경음악과 함께 무대를 정리하고
방일수(KBS 희극인), 원 일 등이 출연, 사회로
축제공연의 개막과 함께 팡파레가 울리면서 개
막을 올렸다. 이날 첫무대 등장한 최진아(25)가
수 룏나비 꽃룑 으로부터 트롯트가수 설운도, 현숙,
김영임, 하동진, 문연주, 유기진 등등 세대를 아
우르는 가수들이 총 출동, 40여 명이 6시간 동안

△2013년 6월 4일 서울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제15회 한국연예인 한마음회 축제가 개최됐다. (원내좌:경로할머니시상식, 우:
대회사를 하고 있는 가수 권성희 회장)

잠실벌을 달궜다. 특히 김상희 이사장, 권성희 회
장등은 1부 기념공식행사 이어 더블 출연하는 열
정으로 왕년에 히트곡인 룏나성에 가면룑 등 서너
곡식 열창하는 등 성희 가수는 무대아래 관중석
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손을 잡아 가면
서 애창곡(愛唱曲)을 불러 흥을 고조시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곳 연예인 룏한마음회룑 축제는 올해로
써 15회째로 매년 6월에 열리는 연례행사로 최초

설립배경 동기로 룕권성희 회장은 선배가수인 김
상희 가수 등 친한 연예인들 끼리 좋은일 해 보
자며 양노원을 찾아다니다가, 계기가 되어 좀더
크게 적극적으로 해보자는데 뜻을 모았다룖 고 하
였다. 이날 권문(權門)에서는 필자와 안동권씨서
울청장년회 권순용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권
문의 딸로써 아름다운 경로효친행사를 베풀어
봉사함에 경의를 표하였다.
<권범준 홍보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