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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장공파종회 긴급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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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나눔펀드 가입 회원모집
통일을 염원하는 조선일보 통일나눔펀드에 안동권씨대종원에서 동참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한민족의 번영을 기약한다는 취지로아래 통일나눔펀드 회원을 모집합니다.
-아
래1. 가입방법 : 매달 1 만원 이상 1구좌 24만원 이상 납입
납입하실 분은 지역, 소속, 직책, 성명, 금액,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대종원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
고 기탁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2. 기탁처 : 통일나눔재단  기탁하면 조선일보에 일괄 광고게재
단체명 : 안동권씨대종원 단체 아래 기탁자 성명 기록(금액은 기록치 않음)
3. 입금계좌 번호 및 예금주 : 국민은행 : 033237-04-00690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 317-0009-6063-91 안동권씨대종원

안동권씨대종원
종시 :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02585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 (3층)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ㅤ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권문성

종보 자문위원

기ㅤㅤ자

권영건, 권혁세, 권경일

권중달, 권경석,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혁채
권태현, 권태정, 권오일, 권오신

헌성금Ş회비Ş 광고료Ş종보구독료 등 대종원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33237-04-00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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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성(성남판교고2년)KBS도전 골든벨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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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오운 인쇄인 권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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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 돌려받은 선거보전금 전액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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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흥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대구지역 연합회 법사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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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포스코회장 올해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농 협 317-0009-7471-41 예금주:안동권씨대종원

ҟҊ ةైҊ ҳةनೞࣁਃ
❖пઙ೯ࢎҟҊ ةైҊ ҳةनোۅ❖
᠍ _
'"9 
&NBJMBOLXPO!OBWFSDPN
ҟҊ࠺ࢶժറѱؽਸনೞৈदӝ߄פ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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