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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2 호ㅤㅤ檀紀 4350年 丁酉 음 3월 5일(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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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2월 1일 創刊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Ş건강Ş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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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종친회 회장ㅤ권 승 구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4월 정기모임
(월례회 및 제29회 전국체전 준비회)
ᝥ 일 시 : 2017년 4월 5일 19시
ᝥ 장 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2-172
이삼 고추장 삼겹살 ᠍02)925-4080
Ş회장 권승호 : 010-6286-3909 Ş사무국장 권순용 : 010-4911-9435
Ş후원계좌 기업은행 : 권순용 010-4911-9435

2017년 4월 1일

2017년 4월 1일

안동권씨 서울 산악회 회장 권 정 섭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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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대종원사무처

ᳪ㉯ズ䀢⠮᪓❪⼲
평소에 대종원을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종원은 전국의
백만족친을 대표하고 종친의 번창과 화합을 위해 종보발행과 각종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여러분들께서 내주시는 회비는 대종원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고 알차게 활용하여 권문발전에 크게 기
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원회비내역(년)

부총재: 100만원

종무위원: 20만원

대의원: 10만원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에서 익년 3월 31일 까지입니다.
대종원 회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 협 317-0009-7471-41 / 문의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원

㉯⛞☆ㄮヮ㻲㉯⛞ᳪ៲᪓❪⼲
평소 권문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안동권씨 종보를 사랑해 주시는 애독자 제위의 가정에 정유년
을 맞아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종보의 알찬내용으로 후손들이 열선조들의 혁혁한전통과 숭고한 사상을 잊지않고 숭조보
본의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문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만족친들의 성원이 필요함을 당부드리면서 종보대금의 납부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금납부는 종보발전과 숭조보본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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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원사칭 동사보감책자판매 사기주의
근래에 들어 안동권씨서울종친회 용두동이라고 사칭하면서 전국 권씨문중과 종친들을 상대로 가짜도
서(동사보감20만원)를 판매하여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족친 제위께서는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안동권씨대종원(용두동소재)은 안동권씨종보에 공지되지 않는 그 어떤물품(책자포함)도 판매하지 않
고 있으며, 책자 구매강요, 책자 강제 배달시 안동권씨 서울사무소(02-2695-2483~4), 안동사무소(054854-22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ȣ⪖♾ᗪ⑯권영만 / 책자: 동사보감(20만원)
우편으로만 거래, 상Ş중Ş하3권
ȣん 고려통사, 이조실록 등에서 권문부분만 발췌(내용이 단순하고 부실함)

안동권씨 대종원 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