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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10주년 기념행사

_㱐⚯ㅣ㫇⟛_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 (추밀공파 36세)
대담 : 권박원 대전종친회장

1.안녕하십니까? 먼저 공무가 바
쁘신 가운데 인터뷰 시간을 내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의 근
황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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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 안동권문의 후예들은 열
선조들의 유풍을 물려받아 매사에
공정하고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다
만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
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
직자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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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 국가적으로 중부권의 개
발과 발전이 미래 한국의 번영을 위
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
행정도시와 대덕연구단지 및 오송
바이오 밸리등와 함께 미래형 도시

개발의 시금석이 될 대전시의 발전
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과 계획에 대
해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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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지구온난화의 기상이변으
로 많은 국민들이 무더위에 시달리
고 단기적 이익추구만을 위한 난개
발 등 저효율 고비용구조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대
전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비전이 있으시면 소개 바랍니다.
⮂⋛ⵏ⨮⣛⬜⠅⬄⮂⎸ㄴⵏ
⯙ⱘ₊ㅮㄲ❇₀〾ⱷ♣Ⲃ◂
ㄲ⮊ ⮂⋛ⵏⱩ⯌ㆀⱏㅮ⮮⃙
◄⣛⬜ⱍ⥧❐ㅰ✧⳿♣⑈
⨬⮂ㄻ₾ㄲ⎏⮋⳺ⱘ⺰
ⵑⴸⱱ⎜⎦⯍⥞ ⎩ⅻⲘ⃗⳿
● ⃕⃕ⅻ⃙ ⎩「 ⫫ドコ
⑷⮂》⬌ℽ⨬⥠ⱘㅯ⎸⟭ⅷ
ㄲ ⃕⃕❐❇₀⠃✧Ɽ⮂⋛
ⵏⱩ⯌ㆀⱏㅮ⨬⨣〤ⱱ ⲙ
ⅻ⸌⟭ⅷ -&%ⴏ⚪❐⋔⊾❟
⥠⠦⑷ㆀⱏⅻⅻ⅌⺍⣘⬜
ⱘⲘⅱ⺰ⵑㄲⱳ ⴸⲂⅻⲘ
ⱕ●⎏❅▢⺌⳽⮂⋛ⵏ●ⁿℽ
❗ⱳ⎏⦣⥿⮂⋛ⵏ⮮⮍⃙
⣛⬜ⅻ❖ⱘㅯ⺷ㄲ⮊❅▢⚑₢
♫⺳ⱘⱄㄴ⨮⥧Ⲃ⑈◃ⱕ
●ⱍ⥧ㄲⱷㄲ⎏❑ⅰ♯ⱘⅰ
◂⊻⁾ⱳⱛ⎜⎦

5.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철도를 노면전차 방식인 트
램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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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읽으셨거나 관람하신 영
화나 책소개와 일과외의 건강관리
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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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과 가문, 일가관계를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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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시간 인터뷰에 감사드립니
다. 끝으로 전국의 족친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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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해설 |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하여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권오일(복야공파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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