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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0호

2016년 4월 1일 (금요일)

4Ş13국회의원총선거(총선D-23현재)2016.3.21.현재 여,야지역구 공천확정자(權門의 후예 필승!)
전국253개 지역구 중 權門의 후예(後裔) 출마자 전국지역에서 10개 지역구에서(정당별 : 새누리당 5곳, 더불어민주당 2곳, 국민의당 3곳)통과하여 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승에 그날까지 많은 성원과 힘찬 파이팅을 보내면서 아자아자!!!
▣새누리당(5곳)

ᝥ권이혁 서울평화상문화
재단이사
장 ⱗ⥚

▣더불어민주당(2곳)

▣국민의당(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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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종친회 한마음대회 및 전국청장년회 체육대회 성공기원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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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발생 꼭50일 되던날 결정적 증거 찾아ૹ
56일간의 사투책으로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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ᝤ권영대 해군대령은 본지에 거수경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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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중앙일보 27면 사람
과 사람(2016. 3. 2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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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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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무위원

안동능곡회 척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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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여러분의
정성이
듬뿍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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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원 빙자 종사(宗史)관련 동사보감 불법 판매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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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대종원 단체 메일이 생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카카오에 단체
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아래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 가능합니다.
៸E-mail : andongkwonmun@daum.net
주의사항 : 현행 네이버, 네이트를 3개월 유효 병행사용 업무 혼선예방 (권문단체 메일 시
행 7월 1일부) 안동권씨 대종원(권문)단체메일 단일 전환 andongkwo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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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접 촉

행 위 : 우선 전화로 서울안동권씨 대종원 혹은 중앙종친회 사무실이 라고
접근하여 뿌리 찾기 책자 (통사보감)ૹ 등을 부대사업 일환 이라며 접근
2금
액 : 19만원 또는 어려우면 12만원 염가제공식 선심성유도
3 서울보급소 주소 : 서울광진구 천호대로 107길 36 전화 (02)3409 -2124
*대종원 조치 : 위법피해 등 확인 법적 조치(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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