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㴗匯妛宋㴴㖥 제 512 호ㅤㅤ檀紀 4351年 丁酉 음 12월 16일(甲子)

1974년 12월 1일 創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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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의 땅, 김포,파주,연천 그리고 和平의 땅
그 위로 민족의 상징 三足烏의 태양이 떠 오른다!
1.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玄巖, 樞密公 守平
의 壇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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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양주군 석현리 권철, 권순, 권율장군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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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포시 대곶면 안동 권씨 통덕랑 휘 근계종회 숭
모재Ş영모당

숭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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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양시 성석동 1336-10 권필(權韠)의 묘

11.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산 167 원
종공신 권희(權憘)의 묘

6.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 동흥부원군 남강공 권상
(權常)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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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31, 안동권씨 묘표석 삼
족오와 일월상

12. 고양시 성석동 1175-4 습재 권벽(權擘)의 묘

9.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산151-1 추밀공파 삽교종
중 (權 琙 公)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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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사업국


⼶⎦

3.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幸州山城,杏洲書院,
紀功祠, 忠壯祠 등

종보 운영 개선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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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의 신도비와 효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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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천군 장남면 태종 이방원 후궁 의빈 권씨묘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60 정간공 권희
(權僖)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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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천군 동면 횡산리 권술의 처 정씨 절부정문

7. 김포시 하성면 석탄2리 권씨 자광벼(紫光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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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결산일(3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미납된 종보 대금(2018년부터
3만원)을 납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납부해주신 대금은 대종회 발전에 버팀목이 됩니다.

ᝡ국민은행 : 033237-04-006941(안동권씨대종회)
협 : 317-0009-7471-41(안동권씨대종회)
ᝡ농
▶☎ 02-2695-2483~4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483@naver.com
andongkwonmun24@daum.net

행주대첩기념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시키자!!
호국의 얼 ! 행주대첩기념일
◈일시 : 2018. 3.14.(수) 오전 10시
◈장소 : 행주산성 충장사
행주대첩기념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한
전 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100만 족친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