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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인터뷰
안동시장 권영세(權寧世, 복야공파 34세)
대담자 : 상임부회장 권순협(權純浹, 별장공파 37세)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권문의 본향
권영세 안동시장

권순협 상임부회장 : 올해로 시조 태사공
추향제가 제461회인데 맞이하는 소회가 어
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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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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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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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안동 도청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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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권 혁 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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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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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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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협 상임부회장 : 안동시는 특이하게
시민헌장을 만들어 문화와 전통의 유구한
안동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 했
는데 시민헌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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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협 상임부회장 :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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