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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衣 권필과 政丞정철, 그 지극한 師弟之情

대담 : 권계주 대종원부총재

권태호 회장

문1. 바쁘신 중에도 귀한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즈음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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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족친님의
공직수행시의 좌우명이나 철학이 있으시다
면 소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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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
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개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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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홍조근정훈장 및 법조 봉사대상을 수
상하셨는데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소
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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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한강이남의 내륙지역으로서 충북종
친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간략히 소개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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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안동권문의 후예로서 직계선조(가문
내력)소개와 가족소개를 간략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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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평소 즐기시는 취미는 무엇이며 건강
관리 비결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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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끝으로 전국의 종친여러분께 인사말
씀과 함께 대종원의 발전에 대한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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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과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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ⱳⅰⱤ본 모습이 그렇게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좌라 할 수
있다.
권필이 송강의 묘를 지나며 느낀 감
정을 시로ᜨ
과송강묘유감(過松江墓遺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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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 먹세그려 또 한잔 먹세그려 꽃
꺾어 산(算) 놓고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이어 메어가나 유소보장(流蘇寶帳)
에 만인(萬人) 이 울어 예나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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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자료제공: 권오철 기자>

㉯⛞☆ㄮヮ㻲㉯⛞ᳪ៲᪓❪⼲
평소 권문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안동권씨 종보를 사랑해 주시는 애독자 제위의 가정에 정유년
을 맞아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종보의 알찬내용으로 후손들이 열선조들의 혁혁한전통과 숭고한 사상을 잊지않고 숭조보
본의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문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만족친들의 성원이 필요함을 당부드리면서 종보대금의 납부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금납부는 종보발전과 숭조보본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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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오운 사무총장, 권태호 충북종친회장, 권계주 부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