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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대첩 기념행사를 정부행사로 격상시키자!!
청와대에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행주대첩제 국가 행사 격상 건의서 직접 전달

권해옥 회장(오른쪽 첫 번
째)이 강희중 행정관(왼쪽
첫 번째)에게 행주대첩 기
념행사의 그간의 경과와
100만 안동권문의 숙원사
권해옥 회장, 권기식 부회장, 권영익 수석부회장(오른쪽부터).

업인 권율도원수의 행주
대첩에 대한 역사 재평가

권해옥 회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행주대첩 기념행

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

사의 위상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역사 재평가를 통

권해옥 회장 등 참석자들은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권율도원수에 대한 정당한 역사

고 있다.

해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는데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 줄

재평가를 통해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하며 국회의장의 적극적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 협조를 부탁했다.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경석 정 국회의원, 권혁중 이사(오른쪽부터)

권기식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강희중 행정관
(왼쪽에서 네 번째)에게
행주대첩 기념행사 국가
행사 격상의 당위성과 역
사적 배경 등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면담이 끝난 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해옥 회장 기념촬영

권노갑 고문과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건의서 제출 일정 조율

권해옥회장, 권노갑 고문, 권경석 전 국회의원, 권기식

권해옥 회장, 권노갑 고문, 권기식 부회장, 권경석 전

부회장(왼쪽부터).

국회의원(오른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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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이 끝난 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기식 부회장 기념 촬영, 권기식 부회장

문희상 국회의장 접견 전에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참석자들이 권율장군과 행

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주대첩제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최종 검토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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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외 100만 종친 일동 이름으로

충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 격상에 관한 건
의서(서명부)

문재인 대통령께 제출한 표지

충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 격상에 관한 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표지

의서(서명부) 1권~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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