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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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회  장 : 권재혁(동대문구의원), 권경협(부산 사상구의원)
              권정복(삼척시의원), 권수웅(통일교 이집트회장)

권무탁(대영중,고등학교 이사장) 1,000,000원
권기홍(군기감 파종회장) 1,000,000원
권오서(전 부총재) 1,000,000원
권순팔(제일환경산업 대표)  1,000,000원

권영해(영주) : 200,000원   권병선(서울) : 200,000원
권혁원(수원) : 200,000원   권정환(상주) : 200,000원

권태환(양주):300,000원   권순식(대구):300,000원
권효준(영덕):300,000원   권오민(김포):300,000원
권혁채(평택):300,000원   권우상(창원):300,000원
권희철(안양):300,000원   권영하(영천):300,000원
권혁필(서울):300,000원   권구현(합천):300,000원
권구율(합천):300,000원   권기호(안동):300,000원
권혁만(부산):300,000원

총계 : 8,700,000원

始祖 太師公 春享祭 祭需誠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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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權赫燦(始祖所 首任) 200만원 權寧沃(郞中公 首任) 100만원

參議公宗中(대전) 30만원 安東권사모 30만원 龍仁牧使公系 30만원 宗親會長協議會 30만원

別長公派宗會 20만원 權五甲(안동) 20만원 僕射公派宗會 20만원

梅軒公宗會 20만원 牧使公宗中(서울) 20만원 權五燮(대구) 20만원 釜山宗親會 20만원

安東宗親會 20만원 尙儉係宗會 20만원 權寧世(안동) 20만원

權五燦(안동) 10만원 權相德(대구) 10만원 權春卓(영주) 10만원

權純博(예천) 10만원 權容煜(포항) 10만원 權憲準(대구) 10만원 權鐘律(예천) 10만원

權赫道(예천) 10만원 權甲守(부산) 10만원 檢校公派宗會 10만원 權宅燾(안동) 10만원

正朝公派宗會 10만원 서울靑壯年會 10만원 蔚山靑年會 10만원 中允公派敦睦會 10만원

蔚山宗親會 10만원 大邱個人택시宗親會 10만원 權容周(안동) 10만원 釜山靑年會 10만원

權五俊(대구) 10만원 權泰垠(대구) 10만원 權京淑(대구) 10만원 權五福(대구) 10만원

權大直(안동) 10만원 權寧鉉(안동) 10만원 尙州宗親會 10만원 權宅起(안동) 10만원

挑開門中 10만원 釜山宗親會婦女會 10만원

權五柱(안동) 5만원 權宙衍(안동) 5만원 權起滸(안동) 5만원

權五愼(대구) 5만원 權仁淑(대구) 5만원 權大允 5만원 權忠鉉(대구) 5만원

합계  12,000,000원

제463회 시조 태사공 춘향제 성황리 봉행

고양시, 문화재청장과 경기도지사에게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

권행완 편집국장, 권해옥 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권건중 사무총장(왼쪽부터)

고양시에서 안동권씨 대종회에 회신한 문서

고양시에서 문화재청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한 문서

안동권씨대종회

전국 각지에서 참제원 400여명 운집

국회의장실, 문화재청으로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 이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