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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부산 동구 종친회 제31차 정기총회 개최
부산동구 종친회는 지난 10월 15
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동구 
수정동에 있는 장원 숯불구이 식당
에서 일족 및 회원 50여명 참석하
에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총무 권명오의 사회
로 개회선언에 이어 상례 행사를 
마치고 인사소개로 부산종친회 권
길상 회장을 비롯한 각구 종친회 
회장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권영렬 동구 종친회장은 
부산종친회장을 비롯한 각구 각단
체에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과 아울러 명문 거족의 후예
로서 타 문중의 모범이 되고 실천
하여 훌륭하신 선조의 후예답게 행
동하고 실천하여 모범적인 가문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부산종친회장은 제31차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역대회장님
들의 노력으로 오늘 동구종친회가 
유지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임원들
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원여러분들
이 더욱 분발하여 많은 회원을 확
보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구 종친회
가 될 것을 희망하며 회원 여러분
들의 가정에 건강과 많은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였다.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는 월례시 
마쳤음으로 대체하고 오는 11월 8
일 능동 시조 추향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이날 
회의를 끝내었다.
<권재혁 사무국장>

2011년 11월 1일 (화요일)

권호영씨 재향경우회중앙회 부회장에 취임

은행 순익구조 분석지시
권 혁 세 
금융감독
원장이 최
근   국 내 
은행들의 
순익구조
를 분석하
라고 지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
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차 분석결과 순익규
모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회공헌 확대를 비롯 다양한 순익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개별 은행
을 독려할 방침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
면 권 원장은 지난 4일 임원회의에
서 국내은행들의 순익구조를 분석
해 보라고 주문했다.
<박재범 기자, 하나투데이
2011. 10. 6 인용>

권호영
씨(71세, 
경 북   영
양, 별장
공 파   3 4
世)가 지
난 6월 대
한민국재
향경우회 중앙회 부회장에 취임했
다. 권 부회장은 경찰 공무원으로

권오현 삼성반도체 대표
룕정보
에   대 한 
접근이 완
전히 자유
로운 룏스
마 트 랜
드룑를 건
설해 나가

한국계 플라세 첫 佛상원의원 당선
권욱순 샌프란시스코한인회장
권 욱
순 씨(63, 
추 밀 공
파 39世)
가 2011년 
샌프란시
스 코   지
역 한인회
장으로 당선되어 크게 활동하고 있
다.

권 회장은 북가주한국학교협의
회장, 글로벌어린이재단 SF회장, 
EB무궁화라이온스클럽 회장, SF
민주평화통일회의 9, 10, 11, 13, 14
기 자문위원을 거쳐 EB, SF노인
회 후원회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후원위원장, 콩코드 한국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국
위선양에 크게 진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한인회 제공>

권춘연 양 정법대학 입학
길 림 시 
조선족 중
학 교   교
사 권광일
(權光日) 
선생의 외
동딸 권춘
연 ( 權 春
燕, 18세, 중국 길림시 복야공파 36
世)가 지난 8월 말 중국 政法大學
에 입학하였다. 政法大學은 중국의 

최고 명문대이고 법학계에서 권위
있는 학교이며 법학을 전공하는 사
람들의 꿈의 대상이다. 권춘연 양
이 우수한 성적으로 정법대학에 입
학하여 길림시 조선족중학교에 경
사가 났고 우리 권씨가문에 빛을 
내었다. 춘연 양은 장래소망으로 
법학을 잘 배워서 공정한 사회와 
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말
에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권종희 길림종친회장>

플라세 씨(한국名 권오복)는 
1968년 3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나 
보육원에서 7세 때 1975년 7월 23일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변호사 가
정에 입양됐다.
9월 25일 녹색당의 2인자인 장뱅
상 플라세씨가 프랑스의 상원의원
에 당선됐다.
플라세 당선자는 26일 한국 특파
원들과의 인터뷰에서 룕녹색당 후
보 10명이 상원에 진출하는 등 좌
파가 선전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기쁘다룖며 룕내년 정권이 교체돼 기
회가 된다면 예산장관직을 맡아보
고 싶다룖고 소감을 밝혔다.
씨는 룕오랫동안 한국을 잊고 있
었으나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관심
이 생겼으며 파리시장과 함께 제주
도를 방문했고 지난해 르피가로에 

내 기사가 실린 뒤 한국대사를 만
나고 한식당에 가보며 조금씩 한국
을 알게 됐다룖고 말했다.
씨는 캉 대학에서 경제 및 은행
법을 전공하고 금융 분야에서 잠시 
일했다.
1993년 라로셸 지역의 미셸 크레
포 의원의 비서로 일하면서 정계에 
진출했다.
씨는 룕코리아 파운데이션 초청
으로 10월 27일 임시 귀국해 국회 
및 녹색당 관련단체 등을 만나고 
11월 2일 출국했다.
<이종훈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2011. 9. 28 인용>

겠다룖
권오현 삼성전자 DS총괄 사장이 
29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룏삼
성모바일솔루션 포럼 2011룑에서 제
시한 새로운 반도체부문 전략비전
이다. SMS 포럼은 올해로 8년째 
열리는 삼성전자만의 독창적인 모
바일기기용 첨단 반도체의 신기술 
소개의 장이다.
권 사장은 이 자리에서 룏차세대 
고성능굛저전력 모바일 솔루션을 
바탕으로 모바일기기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와도 협력
을 강화해 스마트랜드를 이끄는 선
두주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다.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晩悔굛炭翁의 歷史的 位相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 佑 成 (성균관대명예교수)

권혁인 광해관리공단이사장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권 혁
인 한국광
해관리공
단 이사장
(55)은 인
사굛조직
분야 전문
가로 통한
다. 30년 공직생활 중 상당기간을 
이 분야에서 일했다.
삼척군수와 강원도 기획관리실
장, 청와대 인사관리 비서관을 지
내면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룕눈
앞이 아닌 2단계, 3단계 그 이후를 
내다봐야 한다룖는 지론을 토대로 
조직원의 인사를 직접 챙긴다.
무엇보다 구성원의 업무역량을 
감안, 전문적이고 정밀함을 요구하
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보내
야 한다는 게 권 이사장의 방침이

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전 직원에
게 직장생활 제1의 가치로 룏청렴룑
을 주문했다.
평소 직원들에게 룏양진의 사지
(四知)룑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면
서 룕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르
겠지 하고 유혹에 넘어가선 안된
다룖는 점을 주지시키며 윤리강령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강릉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
업했다. 강원대에서 행정학 박사학
위를 받았다. 1977년 행정고시 19회
로 공직에 입문했다.
삼척군수와 강원도 기획관리실
장,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행정자
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지방재정공
제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편>

1. 仁政德治의 룏王道룑를 주장함

Ⅱ. 이기론
권득기와 권시 부자는 우주론에 
있어 기본적으로 程朱를 근본으로 
하고 선조인 權溥와 退溪선생의 동
방 성리학의 관점을 계승하여 룏理룑
가 主宰가 되는 우주본체론을 주장
하였다.

1. 룏理룑가 본체가 되는 우주론
권씨 부자의 우주론은 理굛氣결
합이나 룏理룑가 본체가 되는 것이
다. 우선 그들은 주자의 룕理라는 것
은 형이상학적인 道이고 생물의 근
본이며, 氣라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器로서 생물의 도구이다. (룗朱文公
文集룘 卷50, 룗答黃道夫룘)룖라는 관
점에 근거하여, 理와 氣로써 모든 

부정공파종회

우주 세계를 룕形上룖과 룕形下룖의 2
개의 논리차원의 관계로 나누었다. 
理는 氣의 생성과 존재를 결정하는 
근거이고,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본
체로서, 즉 이른바 룕生物之本룖이고, 
氣는 즉 천지만물을 구성하는 물질
재료로서 즉 이른바 룕生物之具룖이
다. 바로 권득기가 말한 것은 다음
과 같다.
이것은 우주간의 모든 현상은 모
두 반드시 理굛氣의 관계로써 설명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룕有
是理然後有是氣…無是理無是氣, 
則天不得以爲天, 地不得以爲地, 人
不得以爲人(同上)룖인 것이다. 理굛
氣가 비록 서로 의지하고 분리되지 
않고 있으나, 本末의 구분은 있다. 
形而上의 理는 룏本룑으로 主宰作用
을 일으키고, 形而下의 氣는 룏末룑
로서 理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
서 그는 결론지어 다음과 같이 말
했다.
그 다음 형이상의 理와 형이하의 

(경기 연천경철서장 직대 등) 정년 
퇴직 후 경우회 홍보처장을 거쳐 
민주평통 자문위원, 미나리 국민공
동체 대표로 활동 중, 지난 5월 31
일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부회장에 
피선되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전국에 
275개의 지회를 두고 있는 법정단
체로서 12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안보단체이기도 하다.  <편>

氣는 또한 본굛말의 관계만이 아니
라 理가 體가 되고 氣가 用이 되는 
體굛用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먼저 體가 
있고 나서 후에 用이 있다는 것으
로 룕此理之大體先具, 此氣之功用
乃見(同上)룖인 것이다. 이렇게 理
는 실체성의 범주일뿐 아니라, 또
한 동시에 능동적 작용을 하는 것
이다. 바로 권득기가 말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이같이 해서 논리적
으로 룏理先氣後룑 說과 아울러 理
가 우주세계의 본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룕理與氣者, 貫天地人之具也.… 未
有事物之始, 所謂理與氣者於 何依
附? 而及其著也, 先有理平, 抑先有
氣乎룖라는 것은 모두 무엇이 우주
의 본질인가라는 문제에 회답하였
다.

2. 周敦頣 룗太極圖說룘에 대한 해설
권씨 부자의 우주론에서 룏理룑 

권 사장은 룕모바일기기에 들어
가는 솔투션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여러 회사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룖며 룕제품에 적용됐을 때 
좋은 기능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룖고 설명했다.
이는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휴대
폰이나 PC제조회사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과 협력하는데 주력했던 삼
성전자의 기존 전략이 수정됐다는 
의미다. 스마트랜드 시대의 주도권
은 소프트웨어업체가 쥐고 있는 만
큼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소프트기
기에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히 구
동되도록 하겠다는 포부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룏삼성전자의 반도
체를 사용한 제품이냐 아니냐룑가 
스마트기기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삼성전자가 비록 부품업체지
만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보다 유리
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된다.
<2011. 9. 30 머니투데이 서명
훈 기자 인용>

룏太極룑 룏道룑는 동일한 차원의 범주
에 속하는 것으로 형이상의 정신본
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은 다
른 각도에서 형이상의 정신본체에 
대한 논술을 하여 우주만물의 생성
과 최초본질에 대해 본체론의 근거
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주자와 마찬가지로 룏理룑
를 룏太極룑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
를 들면, 룕太極이라는 것은 理이다. 
룖(룏晩悔集굛僭疑 卷3 룏近思錄굛論道
體룑), 룕태극은 理이다.룖 룏(炭翁集룑 
卷11 朋友見警識)룖가 그것이며, 또 
주자의 룕理生氣룖의 관점에 근거하
여 주돈이의 룏태극도설룑에 대하여 
자기의 해설을 하였다. 
우선 먼저 그들은 룏태극룑은 곧 
無形無象 無聲無臭의 룏無極룑, 곧 
이른바 룕理之無形無方體(룏晩悔集굛
僭疑룑 卷3 룏近思錄굛論道體룑)룖로 그
것이 본체가 되어서 無形無象의 음
양오행과 우주간의 萬事萬物을 낳
는다고 여겼다. 이는 본체가 추상
적인 것이고 무형적인 것이며 초시
공적인 것으로 또한 바로 형이상의 
본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 주자가 말했던 룕無極而太
極, 只是說無形而有理(룏朱子語類룑 
卷97)룖이니, 이로 인해서 권득기굛
권시는 룏태극룑을 설명하여 룕太極
者, 理也‥‥‥ 無極而太極,無形
狀, 無方體而實有極至之理也 (룏晩
悔集굛論這體룑)룖 룕太極, 理也 ‥‥ 
理卽無形, 而有形之主也.(룏炭翁集 

△권 도 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3
일 인천 송
도에서 열
린   U 시 티 
월드포럼 행사에서 방한 중인 
후안 클로스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9
일   연 합 사
부사령관에 
권 오 성 (육
사 34기, 56, 
추 밀 공 파 
35世)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을 
내정했다.
△안양과학
대 학 ( 이 사
장 권재혁)
은 패션굛뷰
티   스 타 리
스 트 과   교
수와 학생 250여명이 24일 중
국 항저우에서 열린 2011 중
국 국제실크 박람회 및 여장
전시회 패션쇼에 참가했다.
△9일 열린 
제9회 하이 
서 울   마 라
톤 을   준 비
한  권 영 규
서 울 시 장 
권한대행은 서울광장에서 시
작해 청계천, 한강, 서울숲으
로 이어지는 이번 코스를 룕친
환경 생태도시룖 서울의 면모
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최적
의 코스라고 말했다.
△11일  권
오곤(58, 국
제유고전범
재판소부소
장)이 영산
법률문화재
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 
제7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자로 선정됐다.
△ 지 난 달 
22일  권 혁
인  광해관
리 공 단   이
사 장 이   강
원   정 선 군 
하이원리조트에서 1박2일 일
정으로 제3회 광해방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朋友見警識)룖라 하였으며, 아울러 
룏太極룑은 룏至極룑의 이치이고 많은 
理의 本이니 유형만물이 화생하는 
근원이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으니, 
즉 주자가 말한 바 룕萬物之根底, 品
匯之樞紐룑(룏太極圖說解說룑)룖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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