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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丙申年 淸白吏 典翰公 秋享祭 안내

창화공추향안내

  <보도부장 권영건>

謹啓時下 仲秋之節에 玉體健勝 하옵시며 하시는 일들 날로 繁昌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아래와 같이 병신년 청백리 전한공 추향제를 올리오니 족친께서는 반드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日 時 : 2016년 10월 29일 (土) 오전 10시 /  場 所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남산골 先塋

2016년 10월 4일

安東權氏 典翰公 雲谷 直系 大宗會   會 長 權 五 榮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내 창화공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14世 贊成事 昌和公 諱 

準)의 추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본손은 물론 방손여러분의 많은 參祭바랍니다.

 일자: 2016년 10월 23일(넷째일요일)12시

교통편: 서울 광화문 세종로 문화회관 옆에서 9시 30분 전세버스가 출발함

지참물: 주민등록증 지참       연락처: 창화공 종회장 권병선

2016, 10, 1

안동권씨 창화공종회 회장 권병선

檢校公派祖 秋享祭 안내

謹啓時下

仲秋之節에 派親님 평안하심을 仰祝 하옵니다.

就而 아뢰올 말씀은 우리 검교공파종회의 연중최대 행사인 파조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많은 참제를 희망하옵니다. 각 가정 언

제나 건강들 하옵시고 만복이 充滿하시옵길 祝願하옵니다.

일    시 : 2016년 10월12일(음력9월12일 中丁日) 水요일 오전10시

장    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파조단소 2016년 10월 1일

연락처 : 총무부장 권영호 H.P 010-9355-2968 

안동권씨검교공파종회 회장 권 태 강 H.P 010-6345-0001

 安東權氏와 烏川書院
權 伍 信(宗報 編輯諮問委員, 로타리코리아 고문)

 안동권씨 울산종친 한마음축제

일시 : 2016년 10월 30일(09:00~17:00) 

장소 : 함월 구민운동장(성안동)

주관 : 안동권씨 울산 청장년회

후원 :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및 울산지역 9개 친

목회 가족 및 울산거주 안동권가면 누구나

(1부) 개회식

(2부) 각종게임

(3부)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청장년회 사무국장  권응목 (010-6476-8259)

정조공파종회 제12회 경로잔치 개최

미리 공지하오니 각 친목회 회장, 총무님께서는 이날 시간 꼭! 비워두시고 많은 일족이 참석하시어 즐겁고 화합의 장

이 되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참석자에게는 20,000원 상당의 기념품

이 지급됩니다. 각 친목회 총무님께서는 10월 20일까지 참석 인원파악 하시어 통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에 광고내실 종친은 10월 8일까지 명함제출 바랍니다. A4용지 전면광고 100,000원, 반면광고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