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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內

難得糊塗(난득호도)
權五澈 <副正公派 花隱公系 35世 眞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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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기 1088년 추향제는 역사와 전통을 살려 권문의 대동단결과 명예회
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향사를 거행하고자 하오니 100만 족친은 날씨가
춥고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陰 10月 19日 中丁)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참석대상 : 고문단, 회장단, 지역종친회장, 이사, 종무위원, 청장년
회장단, 부녀회장 등
 복장은 정장을 해주시고 유건 500개 준비합니다.
 大堂會 : 2017년 12월 5일(화) 오후 7시
- 연락처 : 서울 02-2695-2843~4 / 안동 054-854-2256
2. 宗報 지사 지국 모집
 우리 대종회 재정자립을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종보를 직접
운영(발행, 배부)하고자 합니다.
 지역종친회장단에서는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지사 지국장을 금년
11월까지 선임해서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보 대금은 연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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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權氏 僕射公派 文坦公 宗中 花峯齋 竣工式 案內
安東權氏 文坦公齋室建立委員會
監正公系 委員長 權寧沃
禮賓公系 委員長 權淸一
醴泉君系 委員長 權寧益
齋室建立 小委員

▒ 일시: 2017년 10월 8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565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677-1번지)

서안동 IC ᝨ 경북도청 방향 ᝨ 풍천면사무소 방향 ᝨ 신풍2리 마을 ᝨ 1km 지점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에서 24km, 승용차 30분 거리
대표 권영옥(010-3728-9799) 총무 권영욱(010-2430-0720)

權奇德, 權洙命, 權甲鉉, 權寧根, 權錫鎬, 權赫道

安東權氏 僕射公派 文坦公 齋室建立委員長 權寧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