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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 : 아니다(부정사) 부/막히다 비.

천지 비 (天地 否)
權門易經文化學會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8월 월례회 안내
(전국체육대회 제3차 준비위원회)

2017년 8월 1일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승호

 일 시 : 2017년 8월 10일 (목) 19시

 장 소 :  강남구 언주로 135길13(논현동 83-19) 가람국수 ☎02)541-8200

                 학동역 10번출구 직진 130m, 좌측 180m

회장 권승호 : 010-6286-3909     사무국장 권순용 : 010-4911-9435

후원계좌 기업은행 : 권순용  010-4911-9435

http://kosong.flower.com                byby1002@naver.com
TEL : 02)5752-5555 FAX : 02)6008-0677 H. P : 010-2240-4242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땅을 내려봐도 부끄럼이 없고, 바다처럼 더러운 도랑물도 

받아들여 정화하는 넉넉한 도량을 가지자!

成均館 副館長  權 奇 甲(복야 36세)

無愧와 不愧: 

1.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체질판별

2. 폐대간소(肺大肝小)의 태양인

 <다음호에 계속>

생활속의

사상체질의 입문

권 희 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연성대학교 겸임교수

주) 건강중심 대표이사

올 여름 십년 만의 더위를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가

찜통더위를 견딜 수 없어

괴로운 몸 찬물만 덮는다.

수돗물 땡볕에 데워지니

찬기를 느낄 수가 없고

선풍기로 온통 샤워해도

쫓아 보내지 못하더라.

가게로 달려가 얼음을

연실 입으로 넣어 봐도

용광로 쇳물인 몸뚱이

식혀 볼 일이 막막하다.

종일을 그렇게 허둥대다

한밤중 냉기로 기가 살아

지친 몸 한숨 쉬면서

편히 꿈나라를 여행이다.

권혁진 (추밀공파 36세)

시인, 아동문학가 한국문인협회 아동문학 회원

국제문학바탕문인협회 충청지회장 한국이삭문

학회 고문

중원문학회 회장

민족통일협의회 충주지부 부회장

성균관 충주향교 장의

한국서정문학상 수상

한국이삭문학상 수상

언직행엄

부정공파 화은공계의 가헌

<안동권씨능동문인회> 창립 계획을 알립니다.

      본 권씨 대종원은 권씨능동문인회 및 사업부 운용을 위하여 정관34조 9항, 11항

 제6장 종무, 제34조 사업

     ⑨ 安東權氏 陵洞文人會 運營을 通한 目的事業 弘報 및 補助

     ⑪  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과 收益을 爲한 事業部의 設置와 運營. 

權門의 단결심 고양, 정서함양, 수익창출을 위한 특별부서를 둘수 있으며 

⑨항에 의해 <안동권씨능동문인회>를 창립한다. 또한 ⑪항 사업부 설치에 

의한 신용카드부, 기록도서부, 교육연수부, 기념조형부, 기금조성부등으

로 하고, 각부는 시행세칙을 제정 운용하며 이는 운영위의 관리와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안동권씨 능동문인회

목적 :  권문의 전통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문학적인 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재능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1차로 한국문인회 산하 회원중 족친을 위주로 하여 구성합니다.

           창립총회는 대종원 사업부에서 주최하고 날짜는 9월중이며 장소는 

            제기동입니다.

참가자격 및 조건 은 한국문인회 회원 족친님들과 관심있는 분들하고 이후 시

행세칙 이 마련되면 그에 따르고자 합니다.

본회는 순수문학 및 기록문화, 저널리즘을 망라하는 것으로 하고, 각 쟝르별,

지역별, 특성별 소모임도 결성하고져 합니다.

1차 사업은 <막난 권오설 문학상> 제정입니다.

연락처: 능동문인회 사무국  권 옥 희 (HP 010-4377-5465)

              사업부 사무국  권 오 철(HP 010-8346-8881)

2017년 8월 1일 (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