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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9 호ㅤㅤ檀紀 4347年 甲午 음 6월 5일(癸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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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務士 權 九 文 事務所
■
■
■
■

양도, 상속, 증여세 상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개인, 법인의 기장, 고문
기타 세무상담 일체환영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87번지 보보스텔 208호
TEL:2066-9741~4 / H.P : 010-5307-2443 FAX : 2066-9745

海成 哲學 : 작명 개명 상호 전문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술인의 명예

사궁택심이건
주합일리사강

http://kosong.flower.com
byby1002@naver.com
TEL : 02)5752-5555
FAX : 02)6008-0677
H. P : 010-2240-4242

마포종친회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굛건강굛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룗7월 월례회룘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23 해성 302호
전화 : 02)987-3265 팩스 : 02)996-9857 010-9762-7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치 : 도봉1동 천주교 200m 앞(3층)
◆ 옛날 공자님의 말씀 - 이름 덕으로 출세하고 먹고 산다
◆ 안동권문은 10만원에 작명, 개명해 드립니다.

海成 哲學院長 권 영 섭

서울 청굛장년회 7월 월례회 안내
서울 청굛장년회 7월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하고져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7월 24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 02)702-5047, 010-5358-2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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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271-8437
■총
무 권일부 : 02)714-4500, 010-3796-6980
2014년 7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ㅤ권 승 구

■ 일 시 : 2014년 7월 3일 (목) 오후 7시
■ 장 소 : 엉터리 생고기 강남역점(☎02)582-9392, 서울 서초 4동 1327)
■ 오시는길 : 강남역⑥번 출구 돌아→던킨도너츠 골목 200m
→서초타워트라 팰리스→삼성전자 앞
■ 기업은행 : 010-4911-9435(권순용)
굛회
장 권승호 : 010-6286-3909
굛 사무국장 권순용 : 010-4911-9435
2014년 7월 1일

안동권씨 서울청굛장년회 회장 권 승 호

안동권씨 홈페이지 찾기
홈페이지를 많은 족친께서 열람하고 있는데 인터넷주소 질의가 자주
옵니다. 아래 인터넷 검색창에서 안동권씨대종원 넣으세요.

naver.com/nate.com
daum.net/google.co.kr
검색창에 안동권씨 대종원

宗報 구독 배가 운동
룏宗報룑를 구독하시는 모든 족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룏宗報룑는 安東權門이 통합됨으로서 여러분의 소식지와 교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통합되
는 權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아직도 宗報를 구독하지 않은 일가분들이 이웃에 계시다면
더욱더 많이 구독을 하여 宗報가 上敬下愛를 더욱 돈돈히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1

安東權氏大宗院

대종원 사무총장 모집
안동권씨대종원 사무총장 후임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자격
① 인터넷, 컴퓨터, 한문 중급이상
②수도권내 주소지로서 1시간내 출근가능
③논문시험 80점 이상(종보편집 및 기사 작성 능력 검증)
④가능하면 자동차 소유
⑤년령 : 61세~69세
2. 연락처 ☎02)2695-2483/4 안동권씨대종원 사무처

사무총장 권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