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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Ş읍 문소3길 101
의성사무실(054-832-1138~9)
경북안동시 태화 7길 9
안동사무실(054-859-7893, 855-5566)
휴대폰 : 010-3505-1138

☎ 대표 (02)2695-2483~4ㅤwww.andongkwon.orgㅤ종보보급소 (02)2695-2480, 070-8866-2480

[월간] 2016年 4月 1日(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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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權氏 始祖Ş郞中公 春享祭
2016년 안동권씨 始祖 郞中公 春享祭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많은 參席바랍니다.
일

시 : 2016년 4월 5일(화)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까지

장

소 : 안동권씨 능곡재사(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연 락 처 : 서울대종원 사무소 02-2695-2483~4

안동사무소 : 054-85-2256

大宗院 定期總會 案內
2016년 안동권씨 대종원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내

시 : 2016년 4월 4일(월) 오후 5시 정각
용 : 경과보고, 결산보고 및 예산(안)승인
始祖Ş郞中公 秋享 日字 變更(案)件, 부동산매매(案)件
소 : 안동권씨 능동재사(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장
 참석대상 : 고문, 총재단, 파종회장, 종무위원, 지역종친회장, 대의원
 연 락 처 : 서울대종원 사무소 02-2695-2483~4
안동사무소 : 054-854-2256

2016년 3월 25일

안동권씨 대종원 총재 권정달

祝 第28回 安東權氏全國靑Ş長年體育大會
和合과 疏通으로 發展하는 權門

우리 함께

大 邱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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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대구 청장년회

대회장 권 영 수
(HŞP)010-9350-1295

추진위원장 권 은 진
(HŞP)010-4008-8430

후 원 : 안동권씨 대구종친회Ş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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