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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종친회 재무국장: 권영철(0103846-8687)>

안동이 낳은 손꼽히는 독립운동가 6.10만세운
동의 주역, 난마 권오설 선생상을 유서 깊은 안
동시 풍천면 가일마을 선생의 생가터 인근에 선
생의 상을 세우고자 하오니 뜻인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MBC방송
권오설

6.10만세
운동기획전

QR마크 스캔방법
1. naver 앱을 누른다. 2. 위 검색창옆 마이크 모양을 누른다. 3. 밑에 나타나는 <코드>를 누른다. 4. 화면을 QR그림에 같다댄다. 5. 동영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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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馬 權五卨 先生像 建立推進

추진위 연락처 權玉姬
(복야공파 36세, 고양시 거주 HP 010-4377-5465)

2017년 6월 1일 (목요일)

가일마을
수곡고택

추밀공파대종회는 안동권씨 100만 거족의 35%를 점하는 15개
파 중에서 가장 큰 대파이며 安東權氏의 자랑인 사시(四始)가 모
두 추밀공 후손에게서 나왔으니 어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러나 안동권씨 15개 파중에서 7개파가 회관을 보유하고 있어 재
정상태가 건전한데 우리 추밀공파는 아직도 회비로 유지되고 있
어 본회는 회관 건립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니 문
중 대표 회장님이 솔선하시고 회원님들께서 추원보본의 마음으
로 적극 동참해주시기 앙망하옵니다.
1. 후속조치
200만원 이상은 會館銅版에, 100만원이상은 파주 단소에 獻誠

碑로 새겨 刻印하며 5만원이상은 회지 및 종보에 게재하여 문중
및 헌성자의 덕을 영원히 칭송기로 한다.
2.기필 참여방법
문중명 및 개인 성명 / 약정금액/ 전화번호/ 주소
3. 입금계좌
국민은행 033237-04-006701 농협 317-0009-2118-41
예금주 : 안동권씨추밀공파 안동권씨추밀공파대종회
보낼곳 :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36길42 재정빌딩301호(용두동)
우편번호 02585 팩스 : 02-737-6423
추밀공파대종회 회장 권 경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