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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利諸 권국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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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법률사무소(2002-2014), 공군법무관, 간송문화미술재단 감사(2013~현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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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은 아름답다

꿈 가까이 별 가까이
모여 사는 사랑은 행복하다

눈물 가까이 슬픔 가까이
젖어 사는 사람은 평화롭다

가난 가까이 고통 가까이
함께 사는 사람은 자유롭다

눈은 내리는데
산천 초목 위에 눈은 내리는데

외로운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10월의 시
이슬처럼 별처럼

시인 권태원(김삿갓)은 수필가, 소설가, 
동양화가, 사진작가로 현재 활동

권태원(김삿갓)

踏査者 : 事務總長 權五運

副  會  長 權建重

事務局長 權五澈

中國 棗莊市 冠世榴園 권공헌 현비 능묘 답사기

대종회 고문단 회의가 끝나고 오리고

기에 복분자 파티, 잠시 만나뵌 권영해

(前 國防部長官) 족친은 武官이라기 보

다 교장선생님 같은 온화한 풍모이다. 

지난 이력이 다사다난하여 엄청난 이

야기 거리가 있을 것이고 남기고 싶은 

말 도 많겠지만 오늘은 권문의 발전에 

대해 몇 마디만 들을 기회를 가지고 후

일을 기약하기로 했다.

오늘 고문단 회의 가 있었는데 한말

씀 하신다면..

權氏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

엇일까요?

인생관이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그림>

가족관계는 어떠신지요? 어린 시절 기

억은요?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관리 비결은요? 

인생에 있어 가장 기뻣을 때는요?

요즘 복잡한 세태인데 한마디 하신다면

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형식에 치우

치고 해서, 깊이 있는 말씀은 여건상 불

비함을 알기는 하지만 좀 섭섭합니다. 

언제가 안정된 시기가 오면 현대사의 

한 증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권영해 족친은 상당히 다양한 현대사

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경력의 특성상 말을 아끼셨다. 그래도 

권문의 名人으로 족친에 대한 애정은 남

달라 보였다. 건강을 챙기시어 앞으로 

자주 뵙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면

서 아쉬운 깜짝 인터뷰를 마친다.

글 : 권오철 기자

인터뷰   권영해 (權寧海 추밀공파 34세) 前 國防部長官

경천애인(敬天愛人)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경건하게 받아들이며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권영해 전 장관(왼쪽) 

市政府廳舍에서 韓中合作 朱氏宗親과 權氏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