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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江, 그 和合의 강물 위로

칼럼 - 권오영의 희망노래

정유년, 민족의 간절한 기원을 안고 한해가 저물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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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감하는 조강의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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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선암(仙巖) 문중

선암문중 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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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 금정골 축치 권애라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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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화군 광천리 743-1 강화유수부, 고려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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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喬洞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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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해면 하도리 892 석주 권필의 유허지

동산리 권애라 생가 (왼쪽)와 만년의 죽치 권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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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있을 때는 술이 없더니

술이 있으니 또한 친구가 없네
한 평생의 일이 모두 이와 같으니
껄껄 웃으며 홀로 서너 잔 술을 들이켜네.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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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권 혁 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나의 10大 敎育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동부지점>

<강원지점>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33-375-7768

Tel) 02-2640-6565

Tel) 02-3435-6565

근무세무사: 김인섭

Fax) 02-2640-6569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1. 4차산업의 개벽시대에 발맞추자!
2. 교육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별개의 사안이다.
3. 교사는 학생의 멘토요, 마니또 여야 한다.
4. 지역사회(울산)는 스승이다. 군인은 전술훈련
보다 내무반(생활관)에서 만들어 진다!
5. 선현(도산 안창호 선생등)이 걸어간 길을 따라
가며걸으며 그를 본으로 삼자!
6. 전통사상은 검증된 인간의 길이다. 원시반본의
길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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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은 그 자체로서 만족이니 평생교육 인격함
양, 일인일기로 실사구시 자립자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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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은 교육의 최대 자산이다. 그 피드백의 효용
성은 AI를 능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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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五榮(복야공파,35세, 울산종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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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래의 자산은 아이, 청년이니, 청년과의 소통,
자식을 이겨서는 안되는 부모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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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만년 역사의 코리아의 정신의 정화 민본,평
등, 大公主義 정신을 구현하는 동학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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