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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일 (목요일)

ᝣ ࣔஒсȄ역주의 의미<1>

ᝣߵә҆

400여년에 걸친 동아시아 역사의 결정체

이 시대에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1. 한족사(漢族史)가 아닌 동아시아
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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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만학
/정치이론
서울대외교학과/텍사스대(오스틴)석.박사/현 경
희대국제학과 교수/전 정치학회 부회장
논저로는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동북아 지역
통합과정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공저), 탈 국가
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붕괴와 개혁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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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를 즐긴다
권이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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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자 종보 정정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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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공 권율도원수는 임진왜란이라는 풍전등화의 국가 존망의 위기 시 행주대첩과 이치대첩을 승전으로 이끄
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워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십니다.
바다는 이순신장군, 육지는 권율도원수임에도 이순신장군은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충장공을 기리는
기념행사는 유림이나 고양시에서만 주관하는 지역행사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동권
씨 대종회에서는 충장공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숭고한 얼을 전 국민적 차원에서 기리고자 행주대첩제 기념행사를
국가기념행사로 격상시키고자 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៸ 행주대첩기념행사안내
- 일시 : 2018.3.14.(수) 오전 10시

- 장소 : 행주산성 충장사

 전 국민적인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종사편찬위원회 사칭 족보판매 주의
근래 안동권씨 종사편찬위원회라고 사칭하며 전국의 안동권씨 족친들
을 대상으로족보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 족친 여러분께서는 각
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안동권씨 종보에 공지되지 않는 그 어떠한 책자
도 판매하거나 구매를 강요하고 있지 않으니 만약 족보 구매강요, 족보 강제
배달 시 안동권씨 대종회(서울사무소)나 안동사무소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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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대종회

선비와 선비정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중국 북송의 신법당 왕안석은 충신Ş간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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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Ş건강Ş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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