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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정신을 계승하는 참된 인재 양성

學校法人 大榮敎育財團 理事長 權武倬 대표 (054) 630-7803

대 영 고 등 학 교 
대 영 중 학 교

시조 태사공 추향제 참제원 400여명 성황리 봉행
추운 날씨에도 숭조, 화합, 뜨거운 애족정신 발휘에 감사

권오을(전 국회의원)  1,000,000원

권윤성(안동) 200,000원

권영락(문경) 200,000원

권광훈(청주) 200,000원

권인탑(안동) 200,000원

권웅열 고문 2,000,000원

총 계 : 3,8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편집국장 권행완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관련기사 8면>

안동권문의 명예를 지킨 학림공 권방 선생 묘소 탐방

학림공의 공적 기리는 사업은 숭조정신의 실천

학가산에 위치한 학림공 권방 선생 묘소 참배, 권행완 편집국장(왼쪽)과 20여 년 동안 묘소를 관리

하고 있는 권여환 씨.

100만 족친여러분, 시조 태사공과 2세 낭중공 추향제에 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秋享祭 祭需誠金

權泰元(시조 수임) 100만원 權載穆(낭중공 수임) 80만원 權雄烈(고문) 100만원 JA건설 박동수 사장 100만원

전국종친회장협의회 30만원 參議公宗中(대전) 30만원 安東권사모(안동) 30만원 昌寧宗親會(창녕) 30만원 權寧睦(안동) 30만원 權永福(산청종친회장) 30만원

權寧守(안동) 30만원

僕射公派宗會(안동) 20만원 正朝公派宗會(안동) 20만원 牧使公宗中(서울) 20만원 商儉係宗會(음성) 20만원 釜山宗親會(부산) 20만원 大邱宗親會(대구) 20만원

安東宗親會(안동) 20만원 權赫燦(서울) 20만원 權允鎬(대구) 20만원 권용기(대전) 20만원

副戶長公派宗會(안동) 10만원 副正公派宗會(영해) 10만원 檢校公派宗會(서울) 10만원 司猛公宗中(안동) 10만원 酉谷門中(봉화) 10만원 大司成宗中(강릉) 10만원

石南門中(영주) 10만원 益山宗中(익산) 10만원 馬昌晋宗親會(창원) 10만원 中允公派敦睦會(안동) 10만원 榮州靑年會(영주) 10만원 永川靑壯年會(영천) 10만원

서울청장년회(서울) 10만원 釜山壯年會(부산) 10만원 權五麒(안동, 齋有司) 10만원 權大殷(영천, 齋有司) 10만원 權寧成(상임부회장) 10만원 權五燦(안동, 齋有司) 10만원

權五奭(안동, 齋有司) 10만원 權寧采(안동, 齋有司) 10만원 權純浩(서울) 10만원 權五永(道村, 시조묘집례) 10만원 權寧卓(道村) 10만원 權寧三(道村) 10만원

權承昊(서울청장년회장) 10만원 權寧達(안동) 10만원 權揆鎭(진주) 10만원 權寧鐸(대구,중윤공파회장) 10만원 權奇德(寶淵) 10만원 權世穆(의성) 10만원

權赫基(음성) 10만원 權五極(안동) 10만원 權炳潤(영해) 10만원 권경환(영천종친회장) 10만원 權玉順(부산부녀회) 10만원 權應煥(부산) 10만원

權 遂(부산) 10만원 權正煥(상주) 10만원 權奉煥(대구) 10만원 權五信(전주) 10만원 權重鶴(안동) 10만원 權聖德(영덕) 10만원

權重守(영주) 10만원 權斗一(영주) 10만원 權宣赫(김해) 10만원 權光澤(청주) 10만원 權寧基(전주) 10만원

權宙衍(안동) 5만원 權五漢(제주종친회장) 5만원 權容周(안동) 5만원 權建重(사무총장) 5만원 權五淳(영양) 5만원 權起植(대종회부회장) 5만원

權永鎭(산청) 5만원 權 郁(진주) 5만원 權憲宗(안동) 5만원 權大 (가일) 5만원 權得源(대구, 齋有司) 5만원 權源彬(대구, 齋有司) 5만원

權五薰(대구) 5만원 權泰煥(양주) 5만원 權泰六(영주) 5만원

합계 13,3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