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全面廣告 1974년 12월 1일 創刊8　　　　　　　　　　제 438 호　　檀紀 4344年 辛卯 음11월 7일(庚寅)

마포종친회 12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굛건강굛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룗12월 월례회룘(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1�2월� �2�2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 �0�2�)�7�0�2�-�5�0�4�7�,� �0�1�1�-�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공덕오거리→르네상스타워�(옆�)→공덕지구대�(파출소�)뒤→
우가촌�(설렁탕�)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 무� 권일부� �:� �0�2�)�3�3�5�-�1�0�8�5�,� �0�1�0�-�3�7�9�6�-�6�9�8�0

�2�0�1�1년� �1�2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신경통굛관절염굛디스크 상담
※ 특히 족친제위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77-1 (경동한약상가 5번출구, 기업은행 1층)

전화 : 02-963-5951, 팩스 : 02-963-5951

핸드폰 : 016-273-9464

▣ 안 동 권 씨  대 종 원  부 총 재

▣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 학술 부위원장

▣ 백송한약방 (白松韓藥房 )  대표

權 寧 赫
(서천, 추밀공파 34세)

  프리미엄 소형세단 엑센트탄생!!

(100-420)서울 중구 무학동 1번지(상민빌딩 1~2층)

신당지점 : (02)2253-2033

FAX:(02)2237-2595

과장 權赫先 (이천굛복야공파, 36世)

011-222-6766

CarMaster

■ 일　　시 : �2�0�1�1년� �1�2월� �1�8일� 오전� �1�0시
■ 집결장소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③번출구
■ 등 산  지 : 수락산�(�6�3�8�)
■ 송년회장소 : 수락산역� ②번출구�(조마루� 감자탕�(�0�2�)�9�3�0�-�1�1�6�6�)
■ 등산코스 : 당고개역� ③번출구→공원→용굴암→탱크바위→�5�4�0봉→노원골→수락산역
▲ 회장(권정섭) : �0�1�6�-�7�9�9�-�9�4�5�5� � ▲ 총무(종우) : �0�1�1�-�4�1�8�-�4�2�9�9
▲ 등반대장(정찬) : �0�1�1�-�3�9�2�-�6�2�2�2
※� 준비물� �:� 간식�,� 음료수�,� 산행필수장비� 지참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ankwonsmm입니다.

2011년 12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정 섭

서울산악회� 등산� 겸� 송년회� 안내�(제�2�0�6차� �)

권 영 혁 사장

2011년 12월 1일

안동권씨경기산악회　회장 권 철

경기산악회 산행 안내(제54차)

■� 일　　시� �:� �2�0�1�1년� �1�2월� �1�0일�(매월� �2째� 토요일�)� 오전� �1�0시

■� 집결장소� �:� �3호선� 구파발역� �1번출구�(분수대�)

■� 등� 산� 지� �:� 이만산

■� 등산코스� �:� 구파발역→진관사→코뿔소� 능선→고향쌈밥집� �0�2�)�3�8�9�-�9�2�3�8�(�1�4시에� 점심예정�)

▲회장�(권� � � 철�)� �:� �0�1�1�-�7�4�5�-�5�3�3�2

▲총무�(권오흥�)� �:� �0�1�1�-�7�1�9�-�4�0�4�8

▲등반대장�(권정노�)� �:� �0�1�0�-�3�8�9�8�-�6�9�7�2

▲사무실� �:� 서울� 종로구� 효제동� �1�5�1번지�(�0�2�)�7�4�5�-�5�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