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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읍 문소3길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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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관광 주식회사
㈜퀀텀(캘비)바이오 안동 의성점 

태형농장

<보도부장 권영건>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12층, 13층 1301~1304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

업무개시 : 2018.3.12.              대표전화 : (051) 911-6161            www.jeonginlaw.com

충장공 권율도원수는 임진왜란이라는 풍전등화의 국
가 존망의 위기시 행주대첩과 이치대첩을 승전으로 이
끄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워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
십니다.
바다는 이순신장군, 육지는 권율도원수임에도 이순
신장군은 정부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충장공을 기
리는 기념행사는 유림이나 고양시에서만 주관하는 지
역행사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충장공의 애국애족의 정
신과 숭고한 얼을 전 국민적 차원에서 기리고자 행주
대첩제 기념행사를 국가기념행사로 격상시키고자 하오
니 100만 족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 부탁드
립니다.

 행주대첩기념행사

      - 일시 : 2018.3.14.(수) 오전 10시

      - 장소 : 행주산성 기념관

 전 국민적인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社告

6 13 전국지자체선거, 권문의 입후보 예정자 <2>

전북도지사 권태홍
현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양산시장 권영훈
현 대산금속대표

안동시장 권기창
현 안동대 교수

대구동구청장 권기일
전 대구시의원

여수시장 권세도
전 총경

대구남구청장 권오섭
현 남구새마을회장

울산동구청장 권명호
현 울산동구청장

강화군수 권태형
전 문재인대통령 후보 특보

경남도지사 권민호
현 거제시장

3月 회비 납부 내역

권혁운(아이에스 동서 회장)  1,000,000원
권용일(전 부총재)  1,000,000원
권혁찬(부회장)  1,000,000원
권병도(부회장)  1,000,000원

권정원(봉화)   300,000원
권우상(창원)  300,000원
권오준(영천)   300,000원
권성일(대구)   300,000원
권구현(합천)   300,000원
권혁필(서울)   300,000원
권정택(상주)   300,000원
권정수(부산)   200,000원
권병환(서울)   300,000원
권오갑(안동)   300,000원
권희철(안양) 300,000원
권태순(안양) 300,000원
권순식(대구) 300,000원

권대인(청송)   200,000원
권봉환(대구)   200,000원
권영해(영주)   100,000원
권영식(밀양)   100.000원

총 8,4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게재 예정입니다.

변호사 권영문 법률사무소 설립 인사

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正人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권 영 문(대종회 부회장, 동정공파 34세) 올림

무술년 태사묘 정알례 봉행

정알례를 마친 후손들이 숭보당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정알례를 마친 일족(一族) 30여 명이 시조묘소에서 헌작하고있다.

태사묘우에서 3성 후손들이 정알례를 봉행하고있다.

戊戌年 太師廟 正謁禮 奉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