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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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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본보 자문위원, 서울 문화사 상임 감사,
전 뉴욕 중앙일보사 사장, 검교공파3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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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赫重
(추밀공파 36세, 神氣風水地理硏究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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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松 權寧禹
(지난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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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같은 흥분이 자리함은 넘쳐나는 순간의 일들이었다.
그리고
함께했을 당시의 것들을 돌아보는 중이었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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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바램이 그랬고
또
추억이 그러했다.
작은 촛불이
솟을 못 같은 곳에 걸터앉자
점점 줄어드는 키 높이를 내 주고는
다시 주섬주섬 주워 담는 것이 부질없음을 알고
내려앉을듯한 눈을 비벼가며 알 수 없는 형상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평균임금 적용 대상 : 퇴직금, 재해보상금, 감급제한

2. 평균임금이란

(복야공파 36세, 장수철강(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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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무엇보다
점점 단단해지는 고뇌가 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삶이
얄팍해지는 순간을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모습의 긴 여운을 기약하기 위함으로
오랜시간
그런 현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社告

<안동권씨능동문인회> 창립 계획을 알립니다.
목적: 권문의 전통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문학적인 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재능교류의 장을 마
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1차로 한국문인회 산하 회원중 족친을 위주로 하여 구성합니다.
창립총회는 대종원 사업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가자격 및 조건은 한국문인회 회원 족친님들과 관심있는 분들하고 이후 시행세칙이 마련되면 그에 따르고
져 합니다.
본회는 순수문학 및 기록문화, 저널리즘을 망라하는 것으로 하고, 각 쟝르별,지역별,특성별 소모임도 결성하
고져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andongkwonmun@daum.net, ankwon2695@naver.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
니다.

ⱴ⥠ⱱ⎜⎦ૹ
₤⺱ⱘⱼ⫫⎏⅌⦣⑲ⱗ⊻♣♵◺ㅂ
ⵏ♵ ⋌⣮ⁿⱗ⟤ㄷⱩ⬝⬟⎦
⋌⁾ⵏ⨬ㄴ⎸●ㄲ⥩⯅ ⺧●サ
サㄲ₱ ⫫♤⎱₱ⵏ⬓⬄ㄸ⎜⎦ૹ
<다음호에 계속>

법정 기준임금의 종류

일근로가산수당

시인 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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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적용 대상 : 해고예고수당, 연장Ş야간Ş휴

어떤 영혼

세명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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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상임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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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일(복야공파 35세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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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상임금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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