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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걷어내고 평화의 철길을 깔자!ૹ
권영길(權永吉 복야공파 36세) 대종회 고문 평화철도준비위원장에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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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헌은 강릉 안동권문 추밀공파의 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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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㘓㘓㵠㿫㼠!ᠣᛧ㻿ᣃ
서울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열차 타고 백두산 가자 !!! 열차 타고 중국 유럽 가자 !!!
◈일시 : 2018. 3.31.(토) 09:00~19:30
◈장소 : 서울에서 철원
◈주최 : (사) 평화철도(이사장 권영길)
프로그램

권계학이 중국 백이숙제 사당에서 탁본해 온
주희의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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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주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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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종단 ~ 대륙횡단 열차평화기행 예행연습

오죽헌과 몽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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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당의 옛 모습(청풍당은 설계도에 따라 지
은 집이라고 한다).

⓬❢Ⱪ⦤⳿⣘⎴⮂⥚ⱷⱤⅴ
⫣●⣦₹ⵑ❢⥩⺌ㄖ㠺㨷䅳䌇
⮂⥚⒄⮣Ⱪ♤Ⱪ⎦ⅰ▰⊻⳽ㅮ
⣘⬜ⱘ〴ㄻ⺌ㄖ⎴ⱗㅉ♫₱
⮡ⴰㅈⱗ✧ㅮⲄ⃙♫⺌ⱕ●⋢⬓
⁾❯◉⎦Ⅰ⯌ⱷ⫣ ⺰❉⃕ド
⥩ ⎏ㅙⲄ⮟ⵖ〖⮡ⴰㅈ⫺⮂⥚
⺌ㄖ⼸ラₓ▰♫♣⯏ㄲ⚦⥚⣦
●⯏⺌ㄖⱘⱩ⬓⁾ⱳ⎦
취재 권행완

⅒❝ ㄴ⳽⨭⑷ⲙ〴⚑₢♫⠃〖
ⅿ₢♫ⱚ⨭ ♴₦♫ ⁾⚃⮂Ⱪ♠
ⅻↇⵏⲙ♵Ɽ⋜⋜ㄴ⚑₢♫♣
♽⟭ⅻⱄㄻ♶Ⱪⱳ⨩⎜⎦
ⲙ⮂⫭⑈Ⅰ⫣ⴗ⼰⎡⑲∇⥚
ⲙㄴ⮢♳ⱘ⮂⮡⨬⚦⯍♫⫭⑈
Ⅰ⫣ⲙ⮰⣘✤⨰ⱘ⑲♫⨬⬓
㆟⨭ㄲⵕ⚀ⅻ⨬⃙ℽ
⫭⋌❗ⱕ⨬⚤ⴗ⼰ㅹ⃙₤✩
⻏⮂♽ⱳ⎏ⱚ⨭⳺Ⱪⱳⱕ⎜Ⱪ
⯌ㄲ⚦ⴚⱘ⑶ㄸ⎜⎦
안동권씨 전주완주 종친회 일동
᠍063)284-4486

09:00 집결(서울역 대합실)
09:27 서울역 출발, 열차 안에서 자기소개, 전문가 토크쇼 <남북-북미 정산회담과 남
북철도 연결 전망>, 영상, 노래 등
12:19 백마고지역 도착
12:30 두루미마을 점심식사 및 철원군민과의 만남
13:30 백마고지-노동당사-금강산길-평화전망대-월정리역(휴전선 이남 마지막 역)
16:39 백마고지역 출발, 열차안의 프로그램(소감 발표, 특강 등)
19:16 서울역 도착, 해산
♣참가비 1인당 5만원(차비, 식사, 현지관광비 등 포함), 초등학생 4만원
♣신 청 40명 선착순 마감/접수 010-9898-6150
국민은행 454101-01-207077 권영길(평화철도)
♣향후 전국 각 지역 출발~서울역(KTX 1칸 이용)~경의선 도라산역 또는 경원선 백
마고지역(DMZ train 1칸 이용) 추진 예정

평화열차 DMZ-train 운행노선도

변호사 권영문 법률사무소 설립 인사
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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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人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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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 문(대종회 부회장, 동정공파 34세) 올림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12층, 13층 1301~1304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
Ş업무개시 : 2018.3.12.
Ş대표전화 : (051) 911-6161
www.jeongi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