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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2호

충장공 도원수 권율장군

국회 <월간 헌정(憲政)>

만취당(晩翠堂), 선원리 생가 터 방문

안동권문의 제461회 시조 태사공 추향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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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장군 진급

3

다큐멘터리 <국가에 대한 예의> 권문의 본향 안동에서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시간도
권경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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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주) 권혁운 회장 이웃사랑 성금 2억원 기부

만취당 집터 앞, 권오운 사무총장,권기성 이사, 권국원 족친,권영익 수석 부회장, 권순용 청장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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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시 역성구 권현비능묘 보수 보호 설계(案)발표

계획안 표지

정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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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준씨 변리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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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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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후배 권준식 365일 피말려도 쾌감 있다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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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주 대표 전북 새해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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