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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일요일)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추밀공파 37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ૹ 성숙한 민주주의로 도약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오운 사무총장 :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바쁘실 텐
데, 특별히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중앙
선거관리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요즈음 근황은
어떠신지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₅⣘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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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 어렵고 힘든 공무를 수행하시면
서도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셨는데요. 특별한 계
기가 있으신지요. 계기가 있으시면 그 계기와 학위논
문 좀 간략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❶◽ⵏ⨭⃗ⴗⲙ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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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위원장님은 법률이론과 재판실무
모두 능통하고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님의 법 철학에 대
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❶⃙ⱗ⅒❇Ɽ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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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
거가 실시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진정
한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아름다운 선거ૹ가 되

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와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ⵏ❟⥞₢⎏❇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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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ŞₐㄈⱤ〾⚪⥧Ş
⃕⳽⥧ⱘ₊ㅮㄲ⮊⅒❇Ɽ⨮◛♣⌅Ⱪ⎏ㄴ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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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ⱄᰮ⃕✤⯙Ɽ⥞₢⃙⮊ㅃⱄᰯ⠦❟Şㅆ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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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토착형 불법행위) ᰭ⑈ㅹŞㅅ⯍ㅹ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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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공명선거 관리에 있어 인터넷 사
이버 상에서 가짜뉴스나 소위 댓글부대의 댓글전쟁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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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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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유권자를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뽑고, 정치인이 무서워하는 유권자가 되어야ૹ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싫어해서 투표를 거부하는 사
람들도 많은데요. 그에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⳽⥞₢♣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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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ⱷ⮂⎸ㄴ❇⨬❇⅌ⱍⱘ₊ㅮㄲ⮊❇⨬❇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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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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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방
법으로 선거를 실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주
의 발전을 위해 선관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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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권 혁 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동부지점>

<강원지점>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33-375-7768

Tel) 02-2640-6565

Tel) 02-3435-6565

근무세무사: 김인섭

Fax) 02-2640-6569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ₐ⺧⮚⳽ⱫⱌⅠⱷⱤ⋀ㅃ⣘⮂⎏ⁿ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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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ⲘⱫ⳽⼮⺱⳿Ⱬ⨣⯟Ɽ⫰⚛⎫▼⳽⼮
❓┼ㅹ♣⟚⼮♳ ㄲ⮊⳽⼮Ş✧ㅮŞㄳ⦧⎸ㅹ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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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100만 족친
들을 위해 질문 드린다면, 대법원은 사법부 소속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서로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은데, 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
장을 겸직하는지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ⱄ⯙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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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의 앞으로
의 각오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Ɽ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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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위원장님의 좌우명과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ⅰ⑈⫭❶⃙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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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운 사무총장: 위원장님은 안동권문의 자랑이십
니다. 안동권문의 자라나는 신세대와 100만 족친들에
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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