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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여러분의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총 재 단 권오서 부총재(의성):1000,000원
권봉도 ᜪ (서울):1000,000원
종무위원 권도연 (서울) : 200,000원
권태갑 (대구) : 200,000원
권박원 (대전) : 200,000원
권기갑 (이천) : 200,000원
권기만 (안동) : 200,000원
권영빈 (서울) : 200,000원
권인탑 (안동) : 200,000원
대 의 원 권오갑 (안동) : 300,000원(3년분)
권용모 (서울) : 100,000원
권병기 (의령) : 100,000원
권영백 (창녕) : 100,000원
권도현 (마산) : 100,000원
권오열 (강릉) : 100,000원
권영복 (수원) : 100,000원

계 : 2,000,000원

계 : 1,400,000원
권영덕 (안동) : 100.000원
권영호 (대구) : 100,000원
권오길 (경주) : 100,000원
권혁원 (수원) : 100,000원
권영창 (의왕) : 100,000원
권재원 (정읍) : 100,000원
권오섭 (진천) : 100,000원
계 : 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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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운동 : 김포공항-능곡구간의행
주산성역설치요구 시민청원운동
- 행주산성지역발전위원회(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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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조이념확립Ş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Ş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계동 편집인 권오운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02585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 (3층)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ㅤ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dongkwonmun@daum.net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문성

종보 자문위원

기ㅤㅤ자

권영건, 권혁세, 권경일, 권오철

권중달, 권경석,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혁채
권태현, 권태정, 권오일, 권오신

헌성금Ş회비Ş 광고료Ş종보구독료 등 대종원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 협 317-0009-7471-41 예금주:안동권씨대종원

시조태사공Ş아시조 춘향제 안내

제 29회 안동권씨 전국 청Ş장년 체육대회

시조 태사공Ş아시조 낭중공 춘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참제 바랍니
다.

안동권씨 합천 청장년회 대회장 권 영 식
HŞP)010-3050-8874

Ȥㅧⳇ2017년 4월 5일(수,한식일)오전9시부터오후1시까지
Ȥ㆐⭷ 경북안동시서후면성곡리393번지 능동재사
Ȥᳫ᳤䀣 2016년4월4일(화)오후7시추원재
연락처 : 02)2695-2483~4(대종원사무소)
054)854-2256(안동사무소)

안동권씨대종원

1

안동권씨 합천 청장년회 추진위원장 권 해 승
HŞP)010-8501-4233
Ȥㅧⳇ2017년 4월 23일(일요일) 10시
Ȥ㆐⭷경남 합천군 합천읍 장수로 1-1 (공설운동장)
Ȥ㋧㝇안동권씨 전국 청Ş장년협의회
Ȥ㋧᛫안동권씨 합천 청Ş장년회
Ȥᬯ⬇ィ⾻⬇䁛セ 안동권씨 합천종친회Ş대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