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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氏列傳

사람이 곧 하늘이다ૹ
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基督 아나키스트

權正生

(시중공파 화천군계 36세 慶秀) 제4편

주님은 짧은 일생을 줄곧 고난의 길.. 소외 당
한 자들의⋯ 현장에서 고통하는 인간들과 함께
당신도 고통⋯ 약자에겐 한 없이 약하고 강자에
겐 불같이 항거 했고.. 모든 것에서 버림 받은 인
간 그분이 바로 주님.. 예수는 내가 너희-억울
하게 고통받는 민중-와 함께 있겠다⋯ 우리 모
두가 인간을 하느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 받은
하느님으로 모신다면..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어리석음은 없을 것..
– 김목사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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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쏘련 탱크도 싫지만 미국 비행기도 싫
다. 우리 학교 대려 뿌신건 미국 비행기다. 너그
는 미국 비행기가 우리 땅 다 때려뿌셔도 너그
만 살아나만 된다꼬?ૹ
- 초가집에 있던 마을
그 놈들 인민군들 인민을 위한 다는 것 새빨
간 거짓말이요. 국군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백
성을 위한다는 것은 핑계밖에 않되었소.ૹ
-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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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휘지 체

인필지경, 지필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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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교회 종탑에서 권씨 시인 두 사람. 옥희 보현 권오
설 선생 기념사업회회원.

안동권씨평화화수회
교동-강화-김포-고양-파주연천-철원-포천-화천-양구-인
제-고성 을 연결하는 휴전선 155
마일의 인근 지역의 족친을 위주로
특정한 개념(平和)에 의해 종친회
가 구성되어 지는 것은 이 평화화
수회가 처음일 것이다.
평화화수회는 민족과 민주와 민
생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개념에
충실한 권문의 인물을 찾아내어 숭
조 정신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징은 기존의 불꽃, 산, 권, 나무 등을 음
양오행,역경8괘에 의해 재구성 하여 만들
고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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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고양시 유림회관 302
호, 안동권씨평화화수회(安東權氏
平和花樹會)준비위원회
권오철 ᠍ 010-8346-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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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외손자 성호 이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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Ⲃ⮂⎏⁾ㅥㄴ⥩ⅶⱩ⬝ⅻ⓬✧ૹⱩ┸♸ㄴ⎦⃕ⱷ⎏ⅰ♸ⱘ⑱⳿ⱷ⑲
⮂₱⁾ㅥㄴ⳽⼮⎏ㅤ╀Ⱪ⟭⎦⏂✤⥤⎦ૹ ㇓㾎㜰㯣䏸 ⎏ⱌ⚪ㄴ♸ⱘ⋃ⅽ
⎦⥧ㅤ⁾⣝⫷⏅⨬⎸⮂⑈⋨⣘┼⑲Ⱪ⣘❟ⱕ●ㆱ⬓ⴇ⑈⋨⁾〟〟⠦⎏
ⱌ⁾⠦ⱬ⠦Ⲅㅂ⏅⚭⬌Ⱪ⎦Ⲅ✩ⱗ⠃ⱷ⑲ㄴ〠⎦⚱♫❢⥧ⱤⲄ⣛ⱗ
₂⚤ ૹ⮊ⅻ⮂⁾ㅥㄴ⳽⼮⎏⳽⼮⎸●❢⥧ⱘ⅄◔ㆸⱳⱕ⎜⮷⮣
ⱘⱩ〟〟⠩⳽●❢⥧⑲Ⱪ⎦ㆱ⬓ⵏⵏ⫯₷⎏⁾ㄲ✨ⱳ⎏₪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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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ㄻ⬄ㄴ⎦⎏₪Ⱪ⎦┌ー⫬ㄴ⳽⼮♣ⅶⵏㄲ◂⚦⚒ⲗ⌋✩❗⎏⃙
♫♣⺄❳ㄲ⎏❶ⱘ⬛ㆸ⨬ㅃㄲ⮊⌋✩❗⎏₪ⱘⲘ❘ㄲ⎏⯍⎏ⲙⲌ⮂⥚
⃕ⱘ⥩⯏₪⃗₍Ⱪ⣤ⱘ⬓⬄ㄴ⎦Ⲃㄴ⎦
Ⱪ⺄▴⥧ㅤ⎏⅒⁾⃗❢⥧⑲ⱘ⟭ㅤㄲ⎏⮶⳽⼮♣ⱄㄻ⏃⃗❶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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ⱷㄳ⃗⎏⣤⎴ㆸ⎦♢⣘ⱌ❟⨭Ⱪ⎦⥧ㅤ⎏ヷ⣮ⱷ⫫ⴱ₢ⲘⱫⱱⲂ⮂⥚
ⵏⅶ⮊ⅻⱤㅙ⨰ⱘⅻ❖ⱕ●⨰ㄳⲘ⣘ⱌ♣ⲙₐㅂ⎦
✧⃗✤⮂⎸ㄴ⣘⣤Ⲙ》⮋⨬ⲙ▬ⲘⱩ⎦⎴⨬⠌ⱕ●✧Ⲃⵗ⎏₪ⱘ
⺧●⮊ⅻ⚤✧⼮⮂⬓ⱳ ⨲ⵏ⬓✧⃗✤⁾⯙⦣⁾⬓ⱳⱘ⓬
⥧ㅤ⎏✧⼮ 㞟䈄 ⮮✤⠦ 㞌㣺 ⎏⬓⎍ㄴ⁾ⵏ⠱┤◂⥚⎏⫭⎦
Ⲃㄴ⎦ⅰ▢⥚⥧ㅤ⎏✤♵ⱳ✧Ⱪ⬝ⱕ⚦⬓ⵏ▰⯗ⵓ₪Ⱪ ✧♵ⱳ
✤⁾⬝⬓⣝⦣⬝⎦ૹ⎏ⱱⲂⱩ⎦
⬕⳿⊻⣦●⯏⣘ⱌ❟⨭ⱗⵏⅶ⮊ⅻⱤㅙ⨰ⱘ⓵⊻ⵏ⫯⎏⎦⎴⨬ⱷ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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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Ⲙⱕ●⺇ㄳⲘⱕ●ⴸ⯅ㄻⵏ⎏Ⱪⱌ⁾❒●Ⱪ₪Ⱪ⎦
글
권행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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