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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악도 찡그리니
鳥獸哀鳴海岳嚬(조수애명해악빈)
무궁화 세상이 이미 망해버렸구나
槿花世界已沈淪(근화세계이침륜)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秋燈掩卷懷千古(추등엄권회천고)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
難作人間識字人(난작인간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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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적을 만나 피해를 입었으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
각 고을의 남아들은 모두 나라에 충성을 다
하라. 나는 언제나 국사를 생각하면 피를 토하
고 눈물을 지으며 한 몸을 돌보지 않고 시종 두
려움이 없으나 이리떼와 같은 적의 세력이 더
욱 방자하고 막되어 횡행하는 이때 오합지졸
로는 적을 간단히 무찌르기 어렵다. 의병을 모
집하여 피로써 맹세하고 흉적을 소탕하는데
있는 힘을 다하여 함께 토벌할 것이다.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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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 올림픽과 권씨들
성황리에 끝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 권문의 선수는 없으나,가장 중요한 두가지 사실에 권씨가 관련이 있
다. 그것은 여자 컬링과 남북화해 공연이다. 컬링은 김은정 리더가 이른바 영미 돌풍을 일으키며 안경
선배라 불리우니 이는 비록 만화주인공의 가상인물이기는 하지만 권준호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그리고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온 북한 문화성 국장 권혁봉이 있다. 100만 족친이라 칭하는 이유는 70만 남쪽 족친
과 30만 북쪽 족친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직접 관련은 없으나 이토록 권문의 그림자는 여기서도 빛나는
것이다. 차후 권씨대종회사업국은 북한의 권씨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이고져한다.

안경선배, 권준호의 리더쉽, 그리고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김은정의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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