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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일 (화요일)

社 告
①편집부장 모집 : 나이 50~70세 이하(컴퓨터 워드가능한 자) 언론사 유경험자, 종보 제작, 편집, 취재, 광

全北 井邑 梅堂門中 太師廟, 始祖墓所 參拜

고 등 유경험자, (애족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②支社,支局 모집 : 지역종친회장 또는 청년회장 우선 (지사,지국 50% 할인)
來年 1월부터 自య的으로 발행,운영하여 본회의 어려운 경제난을 충당코자 합니다.
◉ 支社: 광역시 또는 도,단위 / 支局: 지방 시,군,단위로 모집
③종보 대금 : 年 3만원 (개인별 수금은 지로제도 운영)
④회비 납부 : 고문(성의껏),부회장(100만원),이사(30만원), 종무위원(20만원)
권문의 발전을 위해서 자진납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⑤계좌번호 : 농협 은행: 317-0009-7471-41(안동권씨대종원) 국민 은행: 033237-04-006941(안동권씨대종원)
⑥기타 상세한 사항은 총무부로 연락주십시오(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해 온 제29회 경주시문화상 수상자 선정
문화Ş예술 – 권순채 씨, 교육Ş학술 –이경섭 씨, 사회Ş체육 –이득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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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권영근 부회장 권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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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Ş건강Ş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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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서울 마포종친회 회장ㅤ권 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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