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表

權 世 穆

경북 의성군Ş읍 문소3길 101
의성사무실(054-832-1138~9)
경북안동시 태화 7길 9
안동사무실(054-859-7893, 855-5566)
휴대폰 : 010-3505-1138

[월간] 2016年 11月 1日(화요일)

☎ 대표 (02)2695-2483~4ㅤwww.andongkwon.orgㅤ종보보급소 (02)2695-2480, 070-8866-2480

대종원 권정달 총재 사임
수석부총재 권계동 총재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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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안동권씨대종원 종무위원회 개최

약력
안동 중Ş고 졸업
육사 15기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단국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민정당 초대사무총장
국회 내무위원장
국회 내무,외무,문공,정보,국방,예결위원
IPU 준비위원장 및 총회 한국대표단장
남북 국회회담 수석대표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국책조정위원장
미국 스탠포드 후버 연구소 객원 연구원, 위
스콘신대 객원교수
한국 산업은행 이사장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
2016. 10. 18 긴급운영위원회에서 대종원 정
관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석부총재 권계동
을 총재직무대행으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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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계동 총재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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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여러분의 헌성금에 감사드립니다.
Ş 총 재 단 : 권숙동(안동), 권영렬(서울), 권오수(안동) 권용기(서울), 권오형(서울) 각100만원 권중달(서울) 50만원
Ş 종무위원 : 권석원(대전), 권박원(대전), 권호준(대전), 권동원(대전), 권학주(원주), 권영건(안동), 권경호(대구), 권오종(서울),
권오탁(안동) 각20만원
Ş 대 의 원 : 권혁용(서울), 권영학(예천), 권정수(부산), 권오선(서울) 각10만원
총 770 만원

임원여러분의 정성이 듬뿍담긴 회비는 권문발전의 버팀목이 됩니다.

안동권씨 대종원

종시 :

始祖 太師公과 郞中公 秋享案內
始祖 太師公과 郞中公의 丙申年 秋享을 아래와 같이 奉行코자 하오니 追遠報本의 精誠으로 많이 參祭하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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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훈으로는 수교훈장 광화장, 보국훈장
천수장, 화랑Ş충무Ş인헌 무공훈장이 있으
며, 저서로는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 올바
른 대북 정책은 무엇인가, 세계속에 밝힌
우리의 입장 등이 있다.

안동권씨대종원 긴급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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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氏 紀元1087年

래-

ȍਬ2016년 11월 11일(金) 10:00 奉行
ȍٸज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ȍڴ٪ੱ 2016년 11월 10일(木) 오후 7시
연락처 : 서울(02)2695-2483/4, 안동(054)854-2256
당일 단체로 오시는 문중이나 단체는 출발 전 시도전(성명 생기, 주소)을 작성하여 010-3504-2083(권오익)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숭조이념확립Ş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Ş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계동 편집인 권오운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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