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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五榮 (복야공파, 35세, 울산종친회장)

仁.義.禮.智.信으로 忠孝를 선양하자!

부정공파 현덕왕후 권씨의 恨 많은 이야기 <3>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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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간단히 말씀해주
세요. 건강관리도요. 賞도 많이 타신거 같은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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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심 가지시는 교육 분야는 무엇인지요?
ㄳ⅌ヽ◃✧⳿ⱱ⎜⎦Ⱬ⥧⅌ⱍⱩㄭ⯅
ㄲⵏ⯅ヽ◃ⱗ⠦⅌ⱍⱤⵏㄈⱩ⚤⺌⥿⋳
⨬Ⲛ⮄ゴㆸコ┸⯍♳●⋃⫫ㄪㄻⱷ✧
⳿Ⱪⵏ♵⁾ㄻⱷ⁾⏂✧⳿ⱱ⎜⎦⁾ㄻⱷ
⎏┌⎦♢❵ⴤⱷ⁾⬓⣘ㅹ♣⬓ⵏ▵
ㆸ⎏⣘┼Ⱪ⦣ⱳ ㄪㄻⱷ⎏ⅽ⥩
⯚ⱘㄪㄻⱤ⨭⦀⮂⣝⫫₂⦣ⱳ⨩⎜⎦
⺧ⅲ⮂Ⱬ⥧❶Ⱪ〴⃗ⅽㅂⱕ⊻
ⅰ⨰⺆⮂♶ⱗ✧⳿⁾ⱳ⨩⎜⎦ⱬ⠃Ɽ
⯙⑲Ⱪ䑳♣⢚ⱷㄲⵏ♣⫯⊻ ✧⳿
ⱱ⎜⎦
ヽ◃ⱗ⠇⃕⳽Ɽ⨬❘Ⱪ₾⅒⣘ㅹ
❘ⲙⱤⲗㄻ⯅⥿Ɽㄼ⨲ⱱ⎜⎦ⅰ▢⥚
⟭⎦⊻ⱗ⅌ⱍㅰⱘⱄㄻ⥚⎏ㄳ⅌ヽ◃
Ɽⱬ⥿⁾⁾Ⲃⴸ⯅ㄸ⎜⎦❡⯓〖⎏⣘
╀⃗ㆲ♾Ⱪ⋢⺕⬄ㄲ⎐⥠►⎏♳ⱚ
ⱕ●ⲛⱚⱩ∳ⱘ⿹⯍⎏〖ⲙ⮂❯⥥
₍ⱗヽ◃ⱗ❖⑮⨬⬝⬓ⴇ⬄ㄸ⎜⎦
ⅰ₪ⱗ⊻Ɽ⅌ⱍ⃙⮂⎸ㄻ⳽♫₦
⑮♫⎜ㄴ❱⸑ㄻ⟭⥩⯅
회장님은 그간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새로
운 교육관을 담은 책자 <권 5.0 이 가는 길>을
집필 중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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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의 교육관
1. 4차산업의 개벽시대에 발맞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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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별개의 사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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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사는 학생의 멘토요, 마니또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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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사회(울산)는 스승이다. 군인은 전술
훈련 보다 내무반(생활관)에서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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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현(도산 안창호 선생등)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며걸으며 그를 본으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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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권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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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통사상은 검증된 인간의 길이다. 원
시반본의 길만이 살길이다!
7.교육은 그 자체로서 만족이니 평생교
육 인격함양, 일인일기로 실사구시 자립
자생하자!
8.노인은 교육의 최대 자산이다. 그 피
드백의 효용성은 AI를 능가하지 못한다!
9.미래의 자산은 아이, 청년이니, 청년
과의 소통, 자식을 이겨서는 안되는 부모
가 되자!
10.일만년 역사의 코리아의 정신의 정
화 민본,평등,大公主義 정신을 구현하는
東學을 살리자!
<정리 권오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