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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是
崇祖理念 確立
愛族思想 鼓吹
後學啓導 寄與
社會倫理 培養

향사 이래 600여명 최다 참석 시조님 깨우시고 천등산도 놀랐다 

시조 태사공 추향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권씨대종회

시조 태사공, 2세 낭중공 추향제와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어 주신 족친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秋享祭 獻誠金
權泰康(始祖所 首任) 200만원 權世穆(郞中公 首任) 100만원 權雄烈 大宗會 顧問 100만원

參議公宗中(대전)  30만원 安東권사모 30만원 陰城郡宗親會 30만원 靖簡公宗會 30만원 昌寧郡宗親會 30만원 權点夏(始祖所 終獻) 30만원

乙未秋享正常化委員會   25만원(安東 權宙衍)

安東宗親會 20만원 僕射公派宗會 20만원 檢校公派宗會 20만원 別將公派宗會 20만원 正朝公派宗會  20만원 佐尹公派宗會 20만원

牧使公宗中(서울) 20만원 陵谷會 20만원 江陵宗親會 20만원 大邱宗親會     20만원 大田宗親會     20만원 釜山宗親會     20만원

安東權氏本鄕元老會 20만원 花城尉尙儉系宗中(陰城) 20만원 權盛一(大邱) 20만원

大邱個人택시宗親會 10만원 梅軒公宗會 10만원 釜山壯年會 10만원 釜山靑年會 10만원 副正公派宗會 10만원 副戶長公派宗會 10만원

司成公宗會 10만원 서울靑壯年會 10만원 永川靑年會 10만원 蔚山靑壯年會 10만원 中允公派宗會 10만원 樞密公派宗會 10만원

判書公系司猛公門中 10만원 判書公系石南門中 10만원 判書公系酉谷門中 10만원 權慶煥(永川) 10만원 權奇德(安東, 齋有司) 10만원 權起澤(完州)  10만원 

權大煐(서울) 10만원 權得源(大邱) 10만원 權晩集(尙州) 10만원 權奉煥(大邱) 10만원 權相德(大邱) 10만원 權順姬(安東) 10만원

權升煥(安東)  10만원 權寧成(永川)  10만원 權寧華(安東) 10만원 權五甲(榮州) 10만원 權五明(安東)  10만원 權五常(安東) 10만원

權五淳(英陽)  10만원 權五正(醴泉)  10만원 權五柱(寶淵) 10만원 權玉順(釜山) 10만원 權龍圭(義城)  10만원 權在達(盈德) 10만원

權正吉(奉化) 10만원 權正澤(尙州) 10만원 權貞澤(高陽) 10만원 權定鎬(盈德) 10만원 權正煥(商州) 10만원 權滄龍(醴泉) 10만원

權春源(道村) 10만원 權春卓(榮州) 10만원 權忠和(光州) 10만원 權泰均(咸昌)  10만원 權泰石(大邱) 10만원 權泰平(全州) 10만원

權泰亨(馬昌) 10만원 權赫度(水原) 10만원 權赫度(醴泉)  10만원 權寧東(安東) 10만원 權正暉(榮州) 10만원

權甲鉉(榮州)   5만원 權光勳(淸州)   5만원 權揆鎭(山淸)   5만원 權福順(泗川)   5만원 權寧福(서울)   5만원 權寧鎭(서울)   5만원

權五薰(大邱)   5만원 權容周(高陽)  5만원 權容柱(安東)   5만원 權宙衍(安東)   5만원 權昌鳳(安東)   5만원 權忠根(安東)   5만원

權泰煥(楊州)   5만원 權赫朝(忠州)   5만원 權赫周(서울)  5만원 權煥壽(安東)   3만원

합계 15,130,000원 

평창공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 거행이것이 權心이다

권정호(서울청장년회 회장)
권오강(동북아체인 대표)

부 회 장
권길상(전 부총재) 1,000,000
권홍사((주)반도건설 회장) 1,000,000
권기식(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1,000,000
권오강(동북아체인 대표) 1,000,000

종무위원
권혁태(영주) 200,000  권영위(부산) 200,000
권종선(용인) 200,000  권경탁(서울) 200,000
권광훈(청주) 200,000  권박원(대전) 400,000
권오돈(서울) 200,000  권동원(대전) 600,000

이사
권병후(수원) 300,000  권보근(김포) 300,000
권춘규(용인) 300,000  권경호(대구) 300,000
권영석(합천) 300,000

총 : 7,700,000원

권순용(서울청장년회 수석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