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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開國 1110年, 高麗大祭 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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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시

黃江九曲歌
를 갖고져하다가, 만추에 제천 황강구곡에서 權
沼(권씨의 연못)라는 지역을 지나며 자신의 성씨
와 같으니 감회를 읊은 시를 음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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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門테마觀光事業-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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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山東省 棗莊市 權賢妃陵墓 整備 發表
棗莊日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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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 권섭 (시중공파 세)은 조선의 학자, 문인,
예술가로 그의 유유자적에 젖은 여행시는 현대
문명에 찌들은 우리들에게 청량감을 더 하고 있
다. 그의 삶과 문학과 생애를 다시 천착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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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태사묘

닭실마을

ܺٶ㎪⪖㎪⒒㎻
우리 대종회 재정자립을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종
보를 직접 운영(발행, 배부)하고자 합니다.
지역종친회장단에서는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지사 지
국장을 금년 11월까지 선임해서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종보 대금은 연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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