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1일 (월요일)6         

(홍보부)

大木匠 權重禹(추밀공파 정간공계32세손)족친

권근호는 누구인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축협중앙

회에 근무했다. 어린 시절 대구시 동구 불

로동에 있는 고분군에서 뛰어놀면서 각인

됐던 느낌이 팔자인 듯 풍수지리에 빠져들

었으며, 2001년 풍수지리연구소를 차렸다. 

대구미래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했으

며, 현재 저술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균형

잡힌 시각이 부족한 기존의 풍수지리서에

서 벗어나 이론과 역사적인 흐름 함께 설명

하고 7년간 대구 경북 221곳 답사해 논리

적이고 해박한 지식으로 지역 선현들의 행

적을 추적하였다.

 영남 택리지  저자 權槿祜(권근호 복야공파 36세)

         권중우 족친

2016년 7월 1일부로 안동권씨 대종원 대표메일이 다음카카오로 변경되

었음을 알립니다.

▶E-mail: andongkwonmun@daum.net
주의사항: 현행 네이버, 네이트를 3개월 유효 병행사용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대종원(권문)단체메일 단일전환

안동권씨 대종원 대표메일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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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幸福)가꾸기
南溪 權 赫重(추밀공파36세손)

1.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이

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요즘 변호사님의 근황소개

를 해 주십시오.

2. 변호사님은 어려운 시기에 법

관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서 봉직

하셨는데 공무에 임하는데 있어 좌

우명이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소개

해 주십시오.

3. 당시의 사회적 변혁기에 국가

의 기준을 지키시는데 공헌하셨는

데 특별히 기억나거나 어려운일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4.원로 헌법연구가가 아닌 인간 

권 성으로서 현재 주안점을 두는 연

구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5. 최근 안동권씨 대종원은 통합

과 정착기를 지나 변화와 발전을 향

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때 

종친회의 방향과 발전에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족소개와 함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소개바랍니다.

7. 끝으로 전국의 안동권씨 족친

들에게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끝)

전 헌법재판관 권 성변호사 인터

뷰 끝

<대담자 : 안동권씨 대종원 사무

총장 권 오 운, (편집) 홍보부장 권 

문 성>

권 규(權 圭1393~1421)선생은 권 근(權 

近)의 아들로 본관 안동. 시호 제간(齊簡). 

1404년(태종 4) 태종의 3녀 경안공주(慶安公

主)와 결혼하여 길천군(吉川君)에 봉해지고, 

1407년 호분사 상호군(虎賁司上護軍) 겸 우

군도총제(右軍都摠制)를 지냈다.

1413년 흠문기거(欽問起居)로 사신이 되

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1416년 길창군(吉昌

君)에 개봉(改封)되었으며, 1418년 의용위절

제사(義勇衛節制使)가 되었다. 

권 성 前 헌법재판관
대담 : 대종원 사무총장 권오운

제 49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