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全面廣告 1974년 12월 1일 創刊8　　　　　　　　　　제 440 호　　檀紀 4345年 壬辰 음1월 10일(壬辰)

마포종친회 2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굛건강굛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룗2월 월례회룘(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2월� �2�3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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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不姙症(불임증)굛관절염굛鼻炎(비염) 상담
※ 특히 족친제위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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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963-5951, 팩스 : 02-963-5951

핸드폰 : 010-3273-9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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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2년� �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집결장소 : 서울대입구� 만남의� 광장�(지하철� �2호선� �3번출구에서� 버스이용�)

■ 등 산  지 : 관악산� 삼막사�(�6�2�9개�)

■ 등산코스 : 만남의� 광장→삼막사→안양예술공원→관악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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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산행필수장비� 지참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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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정 섭

서울산악회� 등산� 안내�(제�2�0�8차� �)

권 영 혁 사장

2012년 2월 1일

안동권씨경기산악회　회장 권영철

경기산악회 산행 안내(제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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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결장소� �:� �1호선� 도봉산역

■� 등� 산� 지� �:� 도봉산

■� 등산코스� �:� 도봉산입구�(시산제�)→다락능선→포대능선→자운봉→칼바위→우이암→자연암→무수골�(척사대회�)

▲회장�(권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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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밀공파양평공종중� 종원� 제위께
양평공 종중의 숙원이던 사우를 건립합니다.
양평공을 위시하여 말무덤의 주인공이신 상주목판관 영풍군과 그 외 조상님들을 뫼시고, 5개지파 조상님도 함께 
모시려고 합니다. 후손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고대합니다.

◆ 사우규모 : 사우17평, 삼문3평 계:20평  ◆ 예산규모 : 200,000,000원  

◆ 배향규모 : 1) 양평공 이하 6위

                       2) 5개 지파 조상님 31위(제경공댁, 충의공댁, 참의공댁, 승지공댁, 진위공댁)

                       3) 개인이 입사를 희망하시는 조상님 모두

◆ 건립년도 : 서기 2012년  ◆ 건립할 장소 :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덕현) 

◆ 헌성 계좌 : 농협 415025-51-007727(예금주:권영우)  ◆ 전화 : 권오성(043)872-5808, 010-4312-5808

안동권씨추밀공파양평공종중  회장  권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