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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기창 교수, 안동시 그 새로운 변화

권기창 교수(정조공파 36세)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신도청시대 안동 재창조,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
권기창 안동대학교 교수

권기창 교수 : ⠄⺌Ⱪⲙ⃗ㄷ∇⫭⑈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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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 교수님께서는 안동대학교에 제
직하고 계시는데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리고 전공하신 학문은ᜨ
권기창 교수 : ⯍♫⊻┸Ɽ✧ㅮ♣Ⱪ≍⬓₂ⱓ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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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 언론보도에 의하면 6.13 지방자
치단체선거에 출마하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
한 계기라도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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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 경상북도 도청이 재작년에 안
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안동 도청시대를 맞
이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정(市政)에 대해서는 어
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권오운 사무총장 :그 사람 생각이라는 책을 출판
하시고 또 출판기념회까지 성황리에 개최하셨는데
요. 책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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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Ⱪㅃ⟮ⱕ●⁾⎏ⅿ⮂⎸ㄴ❟ㅅⱘ⳿⨬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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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 안동을 재창조하시겠다고 하시
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재창조를 의미하시는
지ᜨ 또 그런 비전을 이끌어갈 교수님의 시정철학
은ᜨ
권기창 교수 : ⨮⺌⨬⎸⮂♿₱⫭⑈Ⱪ⠄Ɽ
⥧Ⲃⱘ₼Ⱬㄵ⥧Ⲃ₢⳺⨬●₢⑵》⬓⊻ⅻ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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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흙수저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성공
할 수 있었던 좌우명이랄까요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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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ⱍ⥧ㄲⅻⱄㄴ
❟⫭ⲘⅱⲘⱕ●⚭⣧ㄲ₷⨩⎜⎦ⵏ⮋⋌⅌ⱍ
₺⸌ㄻ⥿❐⥿⮽⻏⮂⎸ㄴ⳽Ⲙ❡◂♣
ㄻ⎏⅌ⱍ⳽ⲘⅱⲘⱕ●ン⺕⊻⁾₷⨩⎜⎦
✧ㅮŞ⃙ℽⱘⲄⴏㄲ₷⨩⎜⎦⫭⑈Ɽ⥿ⴸㄴ
✧ㅮⱷ⯙ⱘㅱ⯌ㄴ⃙ℽₑ⺆♵⨬⎸ⴏⅻ⎫⥧ⱕ
● ㄴ⅒⦀Ɽㄴ⅒Ⱪ⨰ㅙ◐ㄲ₷⨩⎜⎦
Ⲛ⺱⳿⮮⫭⑈⎼⃗Ɒㄲ⎼ⱘㅱ⯌ㄲ⮊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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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Ⱪ⚤ⱬⱷ♫⺳ⱗⱷⴐ⨬Ɽ⯙⺆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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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Ɽ⟮ⵏⱤ₺ⱘ⌅Ⱪⅻⱄ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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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〴ㄻ⨬❇⑲Ⱪ⎦⨬》⬓⊻⣝⨶ⱗㆲ
♾⫭⑈Ⱪ◐♵⑲₷⨩⎜⎦

권오운 사무총장 : 87년 체제가 벌써 30여년이 흘
렀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일 개헌과
함께 지방분권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
권은 시대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
분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기창 교수 : ⵏ❟⠅Ⅰⱗ〴⼮⣤ⱤⅠㄴⱩⵏ❟
⳽⠃⮂₱⣤⎴⠃⠅⚀₹ⵏ⎏ㅟ》♣♸ㄸ⎜⎦
⯍♫ⵏ⮋Ɽ✧⳿♣⁾Ⲃⱼ⫰ⱳ⎏₱❒●
ⵏ❟⳽⠃ⱱ⎜⎦ⵏ⮋⮊₤ⱘ◂ㄴ♿⺴ㅟ⳽
ⱘ⺰ⵑㄵ⦣ⱳ⨬❇⮊▰⠅ⱤⱤ₼ⱘⲘⅱ❖

권오운 사무총장 :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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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 건강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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