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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일 (목요일)

인터뷰
준비위원장 권부성(33세, 검교공파)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수도 서울 개최

안동권문의 자존심 100만 족친들의 화합의 장
권부성 위원장
⠦ㄻ⥚⦣⥚⯐Ⱬ♵⿶❯┸Ⱪ⬓チㄲ⨣リ
、⿵ㄴ⿴ⱹ⼮⁾◐ㄲ₷⨩⎜⎦ⅰ▹₱ⴱ
⠦ㄲⱳ⨩⎜⎦ㄴ❱⺧ㄲ⚦⋳ㆅ⮂⊻⁾
⎖ㄸ⎜⎦
Ⱪ❱⎸ㅹ⁾ⴐ⼰⑲Ɽⅻ⎸⮂⬓ⅸ⊻ⵏ⫯
◐⺧⥞Ɽ⋼◃ⱘ⎦ㄲ₷⨩⎜⎦⏂⊻⫫⁾Ⱪ
ⅻㅹ⮂⫭⑈Ⅰ✧ⱤㅮㄸⱤⲂⱩ⦣ⱳ◐ⲙ
ⱰㅹⲂ⎡⑲⸑⮊ㄻ⥚₺◂Ɽ❓⦣♣⟭⋌
⨬┌♶ⱗⴐ⼰⑲Ⱪ⸑⮊ㄻ⥚⥚●Ɽ⳽ⱘ⊻
⎀ⱕ⚦ㄲ⎏❒┼ⱱ⎜⎦
사무총장 : 말씀을 듣다보니 저도 기대가 됩니
다.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
다. 개인적으로 좌우명이 있으시다면ᜨ
준비위원장 : ⋼⠢►⨣⮡⠢♫ OPCMFTTF
PCMJHF ⱱ⎜⎦✤⮚⳽⨮ⱗㆼ⑰⨬ⅻ⮂∵∵
ㄲ₱❉⊻₂⦣ⱳ⎏ㆼⱩ⬓⬟⯅⬓
♮Ⲙ⠃〖⦣◄ㄻ⮵⏅✤⦧⃗✤⮚⳽⨮ⱘ⣘ㅹ
⮮ⱷ┸⊻⎏⺌⥿⋳⑲⮂₱⨲⬓┌⣘⬜ⱘ
ㄲ⚦⥚❱⑀ⱘ⣘ㅹ⮂ㅰ⯙ㄲ⎏⋼⠢►⨣⮡⠢
♫♣⨰⺆ㄲⱳ⨩⎜⎦

권오운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 세계전통호국
무예총연합회 회장 겸 대한청소년전통호국무술연
맹총재로 재직 중이셔서 무척 바쁘실텐데 안동권
씨 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준비위원장으로 활
동하고 계십니다. 우선 대한청소년전통호국무술연
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부성 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 : ⺌⥿
⋳✤⦧⮍⚊Ⱪⵏㅅㄲⱳ⎏⚮ㄈ⎏⺌⥿⋳⑲
Ⱪ₤₊ㄴ⳽⨮⃗⚳ⱘ⎩◄ㄲ⁾∸⥚⠃⚭⮂
₱ㆀㄲ⼰⯍⑲⃗⎏⯍⳽ⱘ⏂⯎⑀ㆸㄲ
⎏₪ⱱ⎜⎦Ⱪ●⩊⠇Ɽ♣⟭⚦Ⲛ⎸●⯌⥚♣
⚵ㄲ⎏₤₊ㄴⱍ⺍⮮⳽⨮ⱕ●⥚Ɽ⅌ⱍ⃗⊻
⫫⁾⥚⎏⥩⮂⥚⯍┗⥠⦣ⱳ⎏ㄴ⅒⳿ⱬⱤ
✤Ⱬⱕ●⿹⯍ⅻⱄㄴ⃔ⱱ⎜⎦
사무총장 : 그럼 연합회와 연맹은 주로 무슨 활
동을 하는지요 ?
준비위원장 : ㅤ⅒ⱘⱄㄻ⥚┸ⲙ⅒✤⦧ⲗ⟤
ㅯ⎸ ⮚♣⑲⚦⏂♶ⱗ⺍ⱍ⃙₤♰⑷ⱘ⺰ⵑ
ㄲⱳ ⺌⥿⋳⥞ ⋼⬅ⱷ⟭ㅤ ⯍❵ⵏ⮋
⦥⸐⑷ⱘ〴ㄴ❜₢♫⼮ㄴ⮚❟ㅱ⑈ ⠇⯍ㄴ
Ⱪ⯕⑂⟭ⅻㅱ⑈⑷ⱘㄲⱳ⨩⎜⎦
》Ⅰ ㄸⅻ ⿺⟮⨵ ✤⮂、Ⱪ ⃕⦣ Ⱪ
ⴗ₺〾ⅻ ⯍⨝ ✤⦧ㅤↇⵏ⎦⬌ㄴⴏⵐⱘ⫫
⯍♠ⱳ ⮍⚊⣛ㄲ⮂ₐ⎩⺍⁾ⱳ⬓⥚
⋳⮂_ₐ✤⦧⎸ㅹ♣ₐ⺧ㄲⱳ⨩⎜⎦ⱬⴗ
Ɽ⥩ⲙ〴✤⦧Ɽ⟰⣛Ⱪ┸⣮ⁿㄲ⨬⚦
⎜⎦
사무총장 : 안동권씨 제 30회 청장년 체육대회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는데 100만 안동권문의 체육대회 케치프
레이즈는 뭔가요.
준비위원장 : ㄴ♳⑹●⣘╀⃗❈ⱚૹⱱ⎜⎦
⫭⑈Ⅰ✧⊳♫ヷ⥿⮂⥚●❈⣘╀ㄲ⎏♳ⱚ
Ⱪ∕ㄭ⯅ㄲ┌ⅰ▹₱⬟ⱕ⚦ⴚ₷⨩⎜⎦
ⅰ⨰⺆ⱤⲂⱩ┌ㄴ⺍ⱍ⎸ㅹⱩⅻㄸ⎜⎦⎸
ㄴ❇⅒⬓⎍⥧⫣⁾⋳⮂ㄴ❱⫤ㄴⱷ♫⮂⚭
⮊ⲙ⅒⺍ⱍ⎸ㅹ♣ₐ⺧ㄲ⎏⥧⫣⁾⬓⑹ⱳ⨩
⎜ↇ ⫫♳⬝⎏₪ⱕ●⫰ⱳ⨩⎜⎦ⅰ▲
⫭⑈Ⅰ✧ⱗ❳⩊ㅹ⁾⬟⨩⎜⎦⋛✤ⱷ
╀⨣▵⨩⎜⎦⣘╀⃗❈ⱚⱩⱳⅻ⓬✧⮂⁾⎖
ㅂ⎦⟳⎜⎦⫺ⱕ●⣘╀⃗❈ⱚⱤ♳ⱚⱕ
●ㄴ♳ⱚⱩ⬓⦀Ⱪ⬓ⵏⅻ♣₀Ⲛㆸ❒┸

권부성 준비위원장(왼쪽)과 권오운 사무총장
ⱳ⨩⎜⎦

사무총장 : 이번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서울
청장년 준비위원들이 매월 대종회 회의실에 모여
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는 어떻고 하고 있고 또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준비위원장 : ⋨ ⵏⅶↇⵏ⚂⯚ㄴ❱⫤♵⊻
⥚⺍ⱍ⎸ㅹⴱ⠦♣ㄻ⮵⨩⎜⎦ゴㆸ⥚⯐Ⱪ┸
⠃⎰Ⱪ⿴₤⣘⨰ⱱ⎜⎦ⵏ❟⮂⥚ⱼㅂ⎏
⥚⯐ⱗ⎴⮍ㆸⱼㄵ₪Ⱪ┸⣮ⁿ⑲ㄲ⨳
⎜⎦ⅰ▲♴⣤ⴱ⠦ㄲ⎏⃗⳽⮂⥚ⵏ❟⃗⎏
⠅ⱄⅻ⁾♶Ⱪ⎦♠⎦⎏₪ⱘ⫰⫷⨩⎜⎦ⵏ❟
ⱗⅰ⮟⋀⫣ⴐ⣘ㅹⱤⲙ〴Ⱪ⬓⎍⳽⣝⫫ⱳ
⬓⥚⮘ⵖ Ⱪ⯕ⵖ⺄▴⨳⨬ⱬ❖ㅜⴏㄲⅻ⨚
┌ⱼ⎜⎦ⅰ▲⥚⯐ⱗ⎩ㄸⵏ⮋ⴗ
⼰ㅹ⊻ドⴗㅹ⑷Ⱪ₢Ɽ⬝⎏⨰⳽ⱱ⎜⎦、ⵏ
⮂⥚⚭⮊⑲⬓⣮⬜⮂❒⣋⎦⟭⎜ㅜ⸎ㄲⅻ
⨚ⵏ⫯⎩₾ⱗ⏂⏂⯎⬓◂⯏⨰⳽ⱱ⎜⎦
사무총장 : 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
이 크시겠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그렇게 어렵습

니까 ?
준비위원장 : ⴐ⼰⮊▰⠅⑲∇⥚⎏ⴗ⟭♣〴
ㄻ⟭⥹ⱘⴲ●⫵⎜⎦⥚⯐⺌Ⲃ⋳ㅹ⮂⥚⎏⎸
ㅹⲄ⳽♳◄ⱘⱄㄻ♵⯙Ⱪ⣤ㆅ⯙ㄲ⨬⎏⠅
∇⎏ⅷ⦂⚮⨬♣ⅻ⋵ㄓⱕ●⑮♫₷⎦⎏ℽ
♣ⴗ⟭⮂⋎❒ⱳ⨩⎜⎦
⮷⋕ㄲ⚦⥚⯐ⱗₐ⅑ ㎖ ⴸ⮂ⱬ⠃ⵏ⮋♵
ⴗ⼰ㅹ⁾ㅱ⑈ㄲⱳⅰ⊻♳⮊⚪Ɽㅹ⯙⑲
Ⱪ⺌Ⲃ⋳ㅹ⯙⃗ⴸ⟮⬓ⱳ⨩⎜⎦┌ⲙ⅒ⁿ
ⵏ⮋⮂⥚⚭Ⱪ⎦⟭⎜₾⦀◃Ⱪ⚂⯍⺼⬅ㄸ⎜⎦
₢ⅻ⮂⥚⯐Ⱪ┸Ⲅ◃ⱳ⎏ⴐ⼰⑲Ⱪⱳ⬓⥚Ⲅ⳽
⣤⟥✧⳿⁾⬝ⱘ₪Ⱪ┸⣮ⁿ⑲ㄲ⨬⎏₪₍
ⱗ₾⽧ⅰ▹ⵏ⫯⎦⎏⣘⨰ⱘ♸⫝⑮♰⎜⎦
⣘✤⺢Ⲃⴱ⠦ⱄ⯙Ⲃ⎡ⱩⱩ▹₱⮎⨲ㆸ┞
⨬⥚⯐⺌Ⲃ⋳ㅹ⯙⑲⮋⨬⎩ㄸㄲ⮊ⴱ
⠦ㄲⱳ⬓⥚⬓◂⯏⠃⠅ⱳⵏ♵ⴐ⼰⑲Ⱪ
ⅻ⎸ㄲ⎏⠃⠅⠅⚪ⱳⱘ₪Ⱪ┸❈⨩⎜⎦
Ⱪ⮂⎸ㄻㄴ♸⫝ㄲ⨬
준비위원장 : ⦣⥚⯐⺧┸⥚ⴐ⼰⑲Ɽⅻ
⎸₅Ⱪ⿵₪ⱕ●⣮ⁿㄸ⎜⎦ⅰⅻ⎸⮂⠃ⱝㄲ
◂⚦⯍⥞ⴱ⠦♣⺇ⲗㆸㄻ⬄₷ⵏ❟⎸ㅹ⮮
⎏⸌⟥⥧ⱘ⠃ⁿ⨬⿹⎏⎸ㅹ⁾⦣ⱳ◐ⴱ

사무총장 : 어릴 적이라면 언제부터이고 또 무술
의 고수이신데 어느 정도 되시는지ᜨ
준비위원장 : ㅅⱩ⠄Ⱬ⺛⑷ㄳ⅌
ㄳ⋳⓬⠃〖⨬ⱸㅂ⨩⎜⎦⑷ㄳ⅌⓬⋳⮂
⎏》Ⅰ⅒⁾⎸ㄈ●❘。ⅻㅂ⨩⎜⎦》
Ⅰ⣄♵⫫⎜┸₨ ㄸⅻ ⾁ㄍ₍ⱗ✤⦧

⮍♳ㄻ⥚ㄸ⎩ⱱ⎜⎦⮊ⅻ⮂⥚⳿┗⨲Ⱪ
⊻⮡⎏₪♵ⱗ⣘⨰Ⱬ₪₍⨩⎜⎦⎸〴◊ㅤ
ヅㆇ◄⨬⿻ㅋⱳ⎏ↁ⣠⎸〴◊⓬ↇ
ⵏㆇ◄ⱘ⨬⽤⨩⎜⎦Ⱪ⚪❓⎸〴◊⓬⎏⨬❵
ⱘ⟭ⱫⲘⱳ⨩⎜⎦

사무총장 : 그렇군요. 무술을 연마하면 좋은 점
이 있다면ᜨ
준비위원장 : ✤⦧ⱗ⚳ⱘ₤₊ㄲ₱ㄲ⎏₪ⱗ
✩◑⳽⨮Ɽⅲⱍↇⵏ〜₱♵⑲⬓ⴶ⎜⎦┌
✤⦧Ⱬ⑲ⱗ⣤ㅤⴑⴸㄲ⎏⳽⨮ⱘ⚳ⱕ●ⱪㆽ
⎜⎦Ⱪ₪Ⱪ✤⳽⨮Ⱪⅻㄸ⎜⎦
ㅙⲄ⚐♫⮂ⵏ⨭♵ⱘ⩀ⱘ⣄⚳⃗♳ⱚⱘ₍
Ⱪ⮍♳ㄵ⦣ⱳ⎏⅌ⱍⱩ⬝⎏ㅙ⨰Ⱪ⫭、⨩
⎜⎦┌⸑ⱘ⥧Ⱪ⬝⎏⯅ⵋ⫻⑲⮂₲ゴㆸ⏂
ⴸ⯅ㄲ⎦⣮ⁿㄸ⎜⎦✤⮚♣〴ㄻ⨣⨣●〴
⳿ㄲ⎏❶ⱘ❡⯝ⱕ⚦ㄸ⎜⎦
사무총장 : 마지막으로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
씀 부탁드립니다.
준비위원장 : ♵ⴐ⼰⮊▰⠅✤⦧⋳⣦ㄻ
⁾⳽⮂₤₊⃗ㅃ⯏Ⱪ⁾⑯ㄲ⨬ⅿⵑ⨲ⱕ●ⅻ
⯙⑮♰⎜⎦⎦⁾⮡⎏⯚ⱬ⮂⦣⥚⯐⮂⥚
⳿ㅹ⫭⑈Ⅰ⫣ⲙ⅒⺍ⱍ⎸ㅹ⁾ₐ⺧⎜⎦
⎸ㅹ⁾⥧⃕♫⮂ₐ⺧⦣ⱳ◐♵ⴐ⼰
⮊▰⠅⑲Ɽ♶ⱗ⃙⨲⃗⮎◅ㄴ⥧⯙ⱘ⠃。⑮
♫₷⨩⎜⎦₅⣘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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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안내
ᳪ䀢ᘆま
Ȥㅧⳇ2018년 5월 6일(일요일) 오전 10시
Ȥ㆐⭷서울인재개발원
Ȥ㋧㝇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
Ȥ㋧᛫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Ȥ䁛セ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 일본(관서, 관동) 종친회

㚗ᬮ㚞ㄋᳪ䀢䁚ズ៲❪ㅺ⑯᳒
(2018년 1월 26일 현재)
성 명

권승호
대종회
권웅렬
권정일
권상문
권기성
권순용
권영을
권정환
권태일
권순택
권오갑
권오혁
합 계

권승호 대회장

ᳫ䀣㆐ 권승호(서울청장년회장)
⪗┟㆐ 권순용(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䁛セᚯ㉷ 하나은행 054-002018-30605 예금주 권승호

금 액(원)
10,000,000
5,000,000
5,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200,000
1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5,750,000

비 고
서울청장년회장
대종회 고문
대종회 부회장
대종회 이사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ワセ㆐ 권부성(세계전통호국무예총연합회회장)
(PDLOankwon2695@naver.com

권부성 준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