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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시조 태사공과 2세 낭중공 춘향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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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대종회 정기총회 안내
2018년 안동권씨 대종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족친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ȡㅧⳇ2018년 5월 30일(수요일) 오전 11시
ȡ㆐⭷한국자유총연맹
ȡ㋧⭷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72
ȡ㿫02-2238-1037
ȡᳫ㋼㭌지하철 :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6번출구)
시내버스 : 420번(국립극장 앞 하차)
ȩⅨ㚃 a ᳫ㉰䀣⪗┟㚃

2018년 5월 1일

안동권씨대종회
능동재사에서 망제를 올리는 권계동 초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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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루 마당에서 참배하는 족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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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Ş13 전국지자체선거, 권문의 입후보예정자 <4>

동대문구 기초의원 권재혁 예산군 기초의원 권국상
현 서울시동대문구의회 의원

대영고등학교
대 영 중 학 교

현 예산군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의원 권요안

봉화군 기초의원 권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역량강화지원실장

현 봉화군의회 부의장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게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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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䀣㆐䀣⠯!
권은희(전 국회의원) : 1,000,000원
권경환(경영개발 대표) : 1,000,000원
권석호(전 합천읍장) :
500,000원
ㅟ⪗䀣⠯!
권오열(강릉) : 300,000원
권기성(서울) : 300,000원(2018년)
권성규(합천) : 300,000원
권오길(경주) : 300,000원
㉰┟ワセ䀣⠯!
권영식(밀양) : 100,000원
권혁록(안동) : 200,000원
㘗㉛៳!
권영식(밀양) : 100,000원
계 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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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태사공 춘향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만 족친여러분 ! 시조 태사공과 2세 낭중공 춘향제에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향제 제수성금 <春享祭 祭需誠金>
權啓東(시조 도유사)200만원
權度延(시조소 아헌)30만원
안동종친회(회장 權宙衍)30만원
복야공파종회(회장 權奇德)20만원
부산종친회(회장 權英鎬)20만원
權承昊(서울청년회장)20만원
복야공파司猛公門中10만원
중윤공파종회(회장 權寧鐸)10만원
부산청년회10만원
權虎基(시조소 찬자)10만원
權泰晩(재유사)10만원
權重大(재유사)10만원
權光勳(청주)10만원
權滄龍(예천)10만원
權泰煥(양주)10만원
權寧雄(대전)10만원
權宙衍(안동)5만원
權泰順(대구)5만원

權泰元(낭중공 도유사)30만원
權赫植(시조소 종헌)30만원
안동권사모(회장 權忠根)30만원
좌윤공파종회(회장 권오신)20만원
대구종친회(회장 權純鎬)20만원
權寧守(안동)20만원
부호장공파종회(회장 權寧健)10만원
광주종친회(회장 權忠和)10만원
부산부녀회(회장 權雙姬)10만원
權春卓(낭중공 찬자)10만원
權鐘衡(재유사)10만원
權寧宗(재유사)10만원
權武倬(영주)10만원
權奉煥(대구)10만원
權正元(봉화)10만원
權正澤(상주)10만원
權寧海(영주)5만원
權革周(대구)5만원
합계 10,400,000원

참의공 종중(이사장 權泊遠)30만원

전국종친회장협의회(회장 權英鎬)30만원

별장공파종회(회장 權純俠)20만원
대전종친회(회장 權容基)20만원

정조공파종회(회장 權仁塔)20만원
능곡회(회장 權五俊)20만원

검교공파종회(회장 權泰康)10만원
서울청장년회(회장 權承昊)10만원
영주청년회10만원
權大一(재유사)10만원
權長星(재유사)10만원
權潤吉(재유사)10만원
權五正(기계)10만원
權赫根(경주)10만원
權寧在(대구)10만원
權正煥(상주)10만원
權重奭(안동)5만원

부정공파종회(회장 權炳潤)10만원
대구청장년회 10만원
대구개인택시종친회(회장 權純拭)10만원
權五春(재유사)10만원
權寧逸(재유사)10만원
權五洪(재유사)10만원
權寧卓(녹전)10만원
權敬雄(안동)10만원
權萬用(광주)10만원
權盛一(성주)10만원
權五薰(대구)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