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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기로회耆老會가
2 0 1 0년도 정기총회를, 2011년
1월 1 0일, 1월의 월례회를 겸
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사무
실에서 열었다. 본디 지난해
1 0월 1 0일이 총회일인데 사정
으로 미루어진 것이고, 이날
1 1시에 2 0여 회원이 모여 개회
를 하였다. 권영길權寧吉 회장
이 신환으로 입원중이어서 권
영익權寧翼 명예회장이 대신
회의를 주재하고 필자가 수석
부회장으로서 사회를 하였다. 
권기봉權琪奉 총무가 경과와

결산 보고를 하고 권오상權五
相 감사가 감사 보고를 하였
다. 그리고 필자가 기로회의
전반적 현황에 관한 보충 설명
을 더하였다. 그리고 이날로
권기봉 총무가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총무직을 사임함에 따
라 후임을 인선하지 못하여 기

로회 총무직은 당분간 공석이
되었다. 회의를 마치고 식당으
로 올겨 나가 점심 회식을 하
였는데 그 회식 비용은 권영철
權寧哲 회원이 제공하였다.
2 0 1 1년 2월 월례회는 정일인

2월 1 0일 1 1시 성북구 정릉동
사무실에서 열렸고 2 0여 회원
이 참석하였다. 퇴원했던 권영
길 회장이 재입원하여 이번에
도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권영
익 명예회장이 회의를 주재하
고 필자가 사회를 하였다. 입
원중인 권영길 회장은 회식비
로 쓰도록 금1 0만 원과 한국성
씨보 한 질을 보내왔다. 이날
오랜만에 참석한 권혁용權赫鏞
회원은 삼육대 경제학 교수로
서 몇해 전 정년하여 명예교수
로 있으면서 과거 수필집도 낸
바 있는데 이번에 재입회한 기
념으로‘인체건강과사랑의 묘

약妙藥’이라는 제목의 교양특
강을 해 주었다. 그 내용은 대
강 다음과 같았다. 
“사랑이란 말처럼 다양한 의
미로 규정되는 단어도 드물다.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그
정의를 내림에 주저하지 않는
다. 에리히 프롬은‘사랑의 기
술’이란 책에서 형제애와 같은
동등의 사랑, 모성애 같은 무
조건적 사랑, 이성간의 에로틱
사랑, 신앙에서의 신적 사랑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사랑
의 속성으로는 관심과 이해,
책임과 존경, 희생과 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이같은 사랑은
친구간의 우정과 부부간의 애
정, 부모 자식간의 공경과 자
애에서부터 조직속의 인간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긴요하게 적
용될 뿐만 아니라 각개인의 건
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사
이언스 데일리’지는 인간이 사
랑에 빠지면 코카인을 맞은 것
과 같은 희열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뇌와 지적 영역에도 변
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걸리
는 시간이 0 . 2초라는 최신 연
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하였
다. 미국 시라큐스대와 웨스트
버지니아대 연구진은 스위스의
한 대학병원과 공동 실시한 연
구 결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
의 뇌는 1 2개 영역이 동시 작
동해 도파민과 옥시토민·아드
레날린·바소프레신같이 희열
감을 자아내는 화학물질을 방
출한다는 사실의 발견을 최신
호 성의학 저널에 발표하였다.

연구진은 사랑에 빠지는 부위
가 뇌인가 심장인가가 미묘한
문제이나 답은 뇌라 하고, 그
러나 사랑의 개념은 뇌에서 심
장으로, 또 심장에서 뇌로 진
행되는 복잡한 현상이라 심장
도 관련돼 있다 하고 있다. 뇌
의 특정영역이 가동되면 심장
에 자극이 오고 뱃속에서 나비
가 날아다니는 느낌이 일어나
는데 사실은 뇌에서 나오는 현
상이다. 방금 사랑에 빠지면
신경생장 인자의 혈액 수치가
현저히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
서 작용하는 분자는 사랑의 사
회적 화학작용 또는 첫눈에 반
하는 따위 현상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사랑도 과학적 증거
가 있음을 확인한 이 연구는

신경과학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루어지
지 못하는 사랑은 정서적 스트
레스와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되
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나아
가 사랑을 담당하는 뇌의 각기
다른 영역도 찾아냈다. 모성의
무조건적 사랑은 뇌의 중간 부
위를 비롯해 공동 영역 등에서
유발되지만 정열적인 사랑은
뇌의 보상 부위와 신체 이미지
인식 부위에서 일어난다. 이같
은 사랑의 숭고한 집약이 경천
애인敬天愛人, 즉 하늘을 공경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름아닌 영생의
비결이자 묘약이다.”

<사진 權炳逸·글 權貞澤>

▲안동권씨기로회의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입록ㆍ등재 신청을 받습니다

① 이 족보는 항상 살아서 움직이며 언제든지 추가 등재와 입록이 가능합니다. 이 족보의 주기註記는 안동권씨인 각자의 작은 행장行狀 또는 약력
略歷으로 운용되어 영원한 가족사家族史로유전됩니다.
② 소정의 수단비, 즉등재비와 함께 소정의 수단용지에잘못되었거나변경된 기재사항을수정ㆍ증보신청하시면적절히 조정하여 반영됩니다.
③ 각자의 생애에서 발생하는 출생ㆍ사망ㆍ거주ㆍ결혼ㆍ이혼ㆍ졸업ㆍ학위취득ㆍ직업ㆍ지위ㆍ직위ㆍ경력등이 주요 사안별 기준에 따라 등재되어
각자의 간추린 개인사個人史가 망라됩니다.
④ 수시로 수단을 받아 신규 입록하거나 기록을 보충ㆍ변경 등을 하는 경우 연도말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인터넷상에 업데이트된 원판이 올라
가 운용됩니다.
⑤ 이처럼 추록ㆍ보완ㆍ변경된내용은 나중에 대동보나 각종 파보를 발간할 때에그대로 반영되어 나옵니다.

● 안동권씨 각급 문중별 파보派譜ㆍ계보系譜와가승家乘도 발간해드립니다

① 안동권씨 한글판한자병기전산대동세보는그 전산판이 완비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② 이 원판에 변동사항과새로운 입록사항을 추가하여 뽑아내면 해당 계파의 파보나 계보 또는가승이 됩니다.
③ 이렇게 계파보를 제작ㆍ발간할경우 전체 전산원판에의입록ㆍ등재가동시에 이루어지므로별도의 전산등록 수단비를 받지않습니다.
④ 파보 등을 발간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소譜所를 설치ㆍ운영할 것이 없이 모든 일이 종보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므로 막대한 보소비용이 절감됩
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를 상시운영합니다

안동권씨기로회 정기총회·2월례회
권혁용權赫鏞 교수 교양특강도들어

상세한註解의완역판
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지명·사물색인

응 제 시 집 주

《陽村會報》에9 5년부터9 8년까지4년에걸쳐연재한노작의역주문을모아다시교
열•수정하고, 완전히띄어쓰기를하여새롭게조판한원문과인명•지명및사물
색인을추가하여한권의책으로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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