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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6 호ㅤㅤ檀紀 4346年 癸巳 음 4월 23일(戊戌)

全面廣告

1974년 12월 1일 創刊

강남역 1번출구 또는 역삼역 3번출구 도보5분
1층 SK텔레콤 건물 내(성곡빌딩)7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7층(역삼동, 성곡빌딩)
(구조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7층)
대표전화 : 02)538-2244 / 팩스 : 02)562-7007

서울산악회 정기총회 및 산행 안내 (제224차)
■ 일ㅤㅤ시 : 2013년 6월 16일 (매월 셋째주 일요일)
■ 집결장소 :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오전 10시)
■ 등 산 지 : 수락산
■ 식ㅤㅤ당 : 7호선 장암역 노강산장(오후 1시 30분) (031)-872-9845)
▲ 회장(권영석) : 011-207-6549, 02)453-6549 ▲ 사무국장(경탁) : 010-3796-4047, 02)963-5222
▲ 등반대장(오준) : 011-718-4204, (오익) : 011-205-6134
※ 준비물 : 간식, 물, 산행 필수장비, 물컵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ankwonsmm입니다.

2013년 6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ㅤ회장 권 영 석

일도 철학원 작명 개명 상호 전문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술인의 명예)
대표이사

권성률

(39. 인천. 추밀공파 제간공계. 35世)

C.P 010-7325-7556

희소식 :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의정부 전국 안동권문
전국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에게 타 작명소에서 20-30만원을 할인10만원에 해드립니다.
● 평생 사주 재물운 궁합굛택일 건강운 미래운
심리상담자격 노인건강지도자격=노인치매예방질병자격증 소지

서울 도봉구 쌍문3동 88-21 편의점(2층) (심리상담실 운영 자격有)
전화 : 02)987-3265 팩스 : 02)996-9857 010-9762-7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치 : 전철 4호선 쌍문역 4번출구 100m(2층)
◆ 옛날 공자님의 말씀 이름이 좋으면 출세, 잘먹고 산다
◆철학은 미신이 아니고 학문이고 과학이다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TEL : 02)5752-5555
FAX : 02)6008-0677

한눈에 보는 우리의 선조 안동권씨 족도

http://flowertown.kr
H. P : 010-2240-4242

마포종친회 6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굛건강굛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룗6월 월례회룘

처음으로 출간한 안동권씨 족도는 시조부터 18세까지 모두 수록하고, 19세이하 행 2품직과
부조지전, 정려, 서원배향, 사당에 모신 선조님을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는 보도(譜圖)
파조향사, 정승판서, 권문의 상경신, 항렬표 등 수록
능동재사, 시조향사 등 사진 11매 칼라 실사출력(하단 샘플 보기)

규격 : 가로 216cm 세로70cm 정가3만원(보관통, 우편료 포함)
연락처:02)2695-2483/4 Fax:02)2695-2485

안동권씨대종원

(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 02)702-5047, 011-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 공덕오거리
→르네상스타워(옆)→공덕지구대(파출소)뒤 →우가촌(설렁탕)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총
무 권일부 : 02)714-4500, 010-3796-6980
2013년 6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ㅤ권 승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