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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패

顧問 權雄烈

귀 족친께서는 안동권씨 중앙종친회 창립 시부터
익명 또는 실명으로 안동권문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
한 공로가 크고 특히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
하는 애족정신이 숭고하므로 그 뜻을 기리고자 100만
족친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권웅열 고문

공로패

권정창 제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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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禮委員長 權正昌

귀 족친께서는 제례위원장으로서 시
조 태사공의 춘추향사는 물론 안동권문
의 한국 고유 제례문화 전통의 계승 발
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100만 족
친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공로패

부산부녀회

安東權氏 釜山婦女會

귀 단체는 평소 전국 으뜸 부녀회로 명성
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조님 춘추 향
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숭조애족 정신을 드
높이고, 정갈한 한복차림과 예의범절로 반
가의 전통 기품을 진작시켜 100만 족친의 귀
감이 되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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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Ş13 전국지자체선거, 권문의 주요 입후보자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북도지사 권오을

안동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권영세

여수시장 권세도

충주시장 권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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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권영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명호

공익광고

권오영

자유한국당

무소속

대구광역시 무소속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 교육감

권민정
아주대학교

권민재
대림대학교

권하형
호남대학교

권도연
서울여자대학교

권지은
경성대학교

권혁성
한양대학교

권성호
세명대학교

권예지
권도완
서울교육대학교 캐나다 cornerstone

권정민
안산대학교

안동권씨 대종회 제44차 정기총회
♣2018년 5월 30일 제44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족친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필코
국가행사로 격상합시다.
ᝡ100만 족친은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안동권씨 대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