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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윤공파 연일문중 권율장군 유적답사

권오신 좌윤공파종회장 (앞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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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공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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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구(음성) :
300,000원
권혁철(음성) :
300,000원
권영도(영천) :
300,000원
권순구(원주) :
300,000원
㉯┞ヮズ䀢⠮!
권영환(음성) :
200,000원
권오돈(서울) :
200,000원
권학주(원주) :
200,000원
계 : 9,000,000 원
㘖㉚៲!
권중도(고문) :
1,000,000원
권태인(고문) :
1,000,000원
계 : 2,000,000원
ㇿ㜇䀢㘖㉚៲!
권영렬(뱃지 대금) :
2,000,000원

권기욱(타올 대금) :
1,000,000원
권홍사(총회 식대) :
1,000,000원
권홍섭(고 문) :
300,000원
권혁찬(부회장) :
200,000원
안동 종친회 :
300,000원
대전 종친회 :
200,000원
청주 종친회 :
100,000원
권승구(마포 회장) :
100,000원
전주,완주 종친회 :
100,000원
권혜택(부회장) :
100,000원
권오협(제천 회장) :
100,000원
권희량(연천 회장) :
100,000원
권순용(청,장년회 사무국장) :
50,000원
계 : 5,650,000원
총계 : 16,650,000원

⫭⑈Ⅰ⫣⠃⳽⃕ド ㅹⲂⅠ⟩ⱎ ⳽ⅻ
⺢ㅹ⁾⋳⯚ⱬₐ⺧⬟⎦⚒ⲗ
ㅹ⯙⑲ⱗ⳽ⅻ⺢ㅹ⮂⫺⥚⮡ⲙ⨬⮂

ੱㅮズ䀢⠮◹㘖㉚៲᪓❪
❪䀢䀢⠮!
권정일(태광 상사 대표) :
권순팔(전 안양회장) :
권태복(금천구 회장) :
권혁기(부회장) :
권태석(뉴브 호텔 회장) :
권기욱(우평 코리아 회장) :
ㅞ⪖䀢⠮!
권흥식(의성) :
권오순(영양) :
권갑수(부산) :
권혁채(서울) :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서울산악회 정규산행 및 정기총회 안내 (제284차)
◈일
시 : 2018년 6월 17일(일요일) 오전 10시
◈ 등 산 지 : 관악산
◈ 집결장소 : 서울대 입구 만남의 광장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준 비 물 : 산행필수장비 등 준비
◈ 총회장소 : 천년식당
회 장 권정섭: 010-2799-9455

등반대장(권종우): 010-5418-4299

사무국장권병길: 010-5359-8188

부국장(권순용): 010-4911-9435

여성부국장 권진숙: 010-8944-2511
2018년 6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정 섭

2018년 6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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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Ş건강Ş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8년 월 일(일) 오후 7시
◈ 장 소: 우가촌(가마솥설렁탕)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5번 출구Ş지하철 6호선 공덕역6번 출구
ᝨ 공덕오거리 ᝨ 르네상스타워(옆) ᝨ 우가촌
◈ 연 락 처: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8년 6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