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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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권씨대종회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

가행사로 격상하라 는 현수막을 들

고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

사로 격상. 국가행사로 격상하라  

행주대첩 정당한 역사 평가. 국가

행사로 격상하라 는 어깨띠를 두르

고 권율도원수 동상 앞에 집결하여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로 격상하라 는 구호를 행주산성이 

떠나갈 정도로 힘차게 외쳤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시

장님과 60사단장 등 많은 관계자분

들과 경향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성지인 이곳에서 제

426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되어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 임진왜란 때 

바다는 이순신장군 육지는 권율장

군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순

신장군 기념행사는 정부 주관으로 

거행하고 있는데 반해 권율장군의 

기념행사는 고양시와 지역 유림들

이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지난 1월 

11일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

상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의

장에게 제출했다. 안동권씨 100만 

종친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 1

만명이 대표적으로 서명한 서명부

와 함께 전달했다. 권율장군의 숭

고한 뜻을 받들어 국난극복의 정신

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행주대첩

에 대한 역사 재평가를 통해 국가

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고양시장

님과 관계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이재정 고양시장은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승엽 고양문화원장은

제426주년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봉행
행주대첩제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라

평창공과 학림공 공적비 제막식 안내

상임위원 : 권오섭(라이온스 총재)
부  회  장 : 권정걸(안양 지역회장)
이        사 : 권용주(안동)
종무위원 : 권혁원(추밀공파, 수원)

권태망(전 국회의원) 1,000,000원
권충화(광주 종친회장) 1,000,000원
권영상(상임위원, 변호사) 1,000,000원
권용일(전 부총재, 세화금속사장) 1,000,000원
권오성(이사장) 1,000,000원
권오영(전 부총재) 1,000,000원
권영하(전 서울시의회의원) 1,000,000원
권오갑(전 과기부차관) 200,000원

권양호(복야공파, 봉화) 200,000원
권혁정(좌윤공파, 김천) 200,000원
권오종(좌문공파, 예천) 200,000원

권택문(예천) 300,000원
권영복(서울) 300,000원
권재호(산청) 300,000원
권태성(합천) 300,000원
권성일(성주) 300,000원
권정원(봉화) 300,000원

총계 : 9,600,000원

공적비 견본

안동농협조합장 권순협
현 안동농협조합장

북안동농협조합장 권영구
현 북안동농협조합장

마도농협조합장 권태우
전 마도면 이장단 협의회장

풍기인삼농협조합장 권헌준
현 농협중앙회대의원

호법농협조합장 권혁준
현 호법면 이장단 협의회장

영순농협조합장 권순욱
현 영순농협조합장

양구군농협조합장 권덕희
현 양구군농협조합장

동고령농협조합장 권태휘
전 동고령농협이사

예산능금농협조합장 권오영
전 예산능금농협조합장

벽진농협조합장 권윤기
전 벽진초총동창회사무국장

칠보농협조합장 권혁빈
현 칠보농협조합장

옥천산림조합장 권영건
전 옥천산림조합이사

남안동농협조합장
전 남안동농협조합장

영덕군산림조합장 권오웅
전 영덕군청 산림자원과장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자랑스러운 권문의 당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