Ӛ҇

2018년 6월 1일 (금요일)

權氏列傳

죽치

제 516호

권애라 (竹稚 權愛羅 추밀공파 34세) 제4편

宗 說

분단과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이 산하에 내가 다시 봄이 오게 하리라!

북해공원 (북경만수산)십이지탑앞 권애라, 김시현 1940년대.

내 항상 그리던 님
허리꺽인 님이 시여
흐르는 피 강산에 즐퍽
끊어진 님의 허리
내가 이어 놓으리

-죽치 권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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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2묘역에서 손녀 김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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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여성동지회: 1967년 황애덕 여사를
회장으로 창립된 3.1정신의 구현을 위한 단
체. (http://31women.org/) 1996년 권애라
의 아들 김봉년이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김희로 사건: 본명 권희로(權禧老,1928
년-2010년, 父 權命述, 母 朴得淑),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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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울 수 있어도 함께 도(道)로 나아갈 수 없
고, 함께 도로 나아갈 수 있어도 함께 설 수 없으며,
함께 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권을 함께 할 수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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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재일교포에 대한 멸시에 항거 야쿠자 2명 사
살, 그리고 인질사건의 주인공, 이에 대한 평
가는 분분하지만 당시는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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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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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權門의 단합과 명예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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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권오철>

3.1여성 동지회 소개글

ㄷ∇ⵑ♫♣❡⯍⺰⅑ㄲ⚤ ⵑ♫♣₼ⵏㄲ
⯏ㄲ⎏₪ⱕ●Ⱪㄻㄵ⦣ⱳ⎦
Ⱪ⎩⎏⦥⥚⁾④●₂⦣◐⏂⯎⌅⬓
◇⎦
⁾Ⲃ⨕⯏⺊❱ⷅㄳ 䌫㕦 ●⠃〖❱ⷅ
⎩ⱫⲘ 㽁㕾 ⎏⬅₀⬓◂⯗ⵑ⎦⥩❱ⷅ
⎩⎏ㄷ∇ⵑ♫♣₼ⵏㄲ⎏⦣ 㪋㕾 Ⱬⴏ
ⅶ⏂⬓◇⎦
⁾Ⲃ⬓◂⯏₪ⱗ⮋⨬♳ⵏ♴⎩Ⱬ⯌ 㵅

대표세무사: 권 혁 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1. 세무업무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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