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2017년 신년회 안내

2017년 2월 1일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승호

 일 시 : 2017년2월9일19시
 장 소 :  서울 서초구법원로1길 7(서초동1717-1) 청담영양쎈터

 선율 02)525-5293
 교통편 :  지하철2호선 교대역 10번출구 직진 약 300m

 지하철2호선 서초역 8번출구 약 100m 좌측골목 50m
회장 권승호 : 010-6286-3909    사무국장 권순용 : 010-4911-9435
후원계좌 기업은행 : 권순용  010-4911-9435

통일나눔펀드 가입 회원모집

- 아           래 -

1. 가입방법 : 매달 1 만원 이상 1구좌 24만원 이상 납입

납입하실 분은 지역, 소속, 직책, 성명, 금액,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대종원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기탁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탁처 : 통일나눔재단   기탁하면 조선일보에 일괄 광고로 나옵니다.

    단체명 : 안동권씨대종원   단체 아래 기탁자 성명 기록(금액은 기록치 않음)

3. 입금계좌 번호 및 예금주 : 국민은행 : 033237-04-00690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 317-0009-6063-91 안동권씨대종원

조선일보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나눔펀드에 안동권씨대종원에서 동참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한민족의 번영을 기약한다는 취지로 

아래 통일나눔펀드 가입을 권장합니다.

안동농협파머스마켓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36671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41 (당북동 30-9)

전화 : 054-840-3300 팩스 : 054-857-3515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합장 권 순 협 拜上

1974년 12월 1일 創刊8　　　　　　　　　　  제 500 호　　檀紀 4350年 丁酉  음 1월 5일(己未)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 건강 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서울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발행인 권계동 편집인 권오운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02585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 (3층)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dongkwonmun@daum.net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문성 기　　자 권영건, 권혁세, 권경일, 권오철

종보 자문위원
권중달, 권경석,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혁채

권태현, 권태정, 권오일, 권오신

헌성금 회비  광고료 종보구독료 등 대종원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 협 317-0009-7471-41   예금주:안동권씨대종원

숭조이념확립 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 사회윤리배양

 종시 : 

50년 경력의  權門의 名 여성 易術家

貴潭 權英一 先生 (부정공파 36세/군포시 거주) 
HP 010-3504-5263

冠山 李昌杰 博士 
 (한국휴복역경학회 회장) 

HP 010-9799-1669

-  권문이라면 號와 字를 가집시다.  
 성명이 오행에 맞는지  
 검증해 봅시다.
-  자손의 작명과 자신의 개명은  
 권문의 작명가에게 합시다.

   (족친은 특별우대)

기초반  매주 토요일(PM3-5)  
 주역기초해설 
 강의료 1개월간은 무료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70,

동부썬플라자 B동110호

중급반  매주 토요일(AM10-12)
 주역원문강독,강의료 5만원 /월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조계사 옆 
 룸비니백화점602호

2017년 2월 1일

雲 谷 書 院  運 營 委 員 會  
委員長 權赫根, 委員 權赫光, 委員 權赫武, 委員 權昌軌

雲谷書院 享禮時間(當日行事)을 아래와 같이 變更하여 奉行코자 하오니 祭冠으로 參與하실 분은 參照하시길 바랍니다.

http://kosong.flower.com  byby1002@naver.com
TEL : 02)5752-5555 FAX : 02)6008-0677  H. P : 010-224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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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서울 산악회    회장 권 정 섭

 일       시 : 
 등 산 지 :  
 집결장소 :  
 준  비  물 :  

 회장(권정섭) :  등반대장 권종우 :  사무국장 권병길 : 

  부국장(권순용) :  여성부국장 권진숙 : 

안동권씨 대종원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