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관광 주식회사
㈜퀀텀(캘비)바이오 안동Ş의성점

태형농장

대표

權 世 穆

경북 의성군Ş읍 문소3길101
의성사무실(054-832-1138~9)
경북안동시 대안로 103-1 2층(맘스맘)
안동사무실(054-855-5566, 854-1515~6
휴대폰 : 010-3505-1138

[월간] 2017年 1月 1日(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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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丁酉元旦 國內Ş外 一百萬 權門家族의 多福한 한해가 되시기를 祈願합니다.
安東權氏大宗院 任職員一同

정유년 새해 아침에

權啓東
(安東權氏大宗院 總裁職務代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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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여러분의헌성금(회비)에감사드립니다.
Ş 총 재 단 : 권오영(부천) 권세목(안동) 각100만원
계2,000,000만원
Ş 종무위원 : 권순팔(안양10월분정정) 권오현(음성) 권중달(포항) 권재목(부산)
권태현(창원) 권기갑(이천) 권기웅(문경) 각20만원 계120만원
Ş 대의원:권성갑(순천)권경일(서울) 권오기(안동)권영진(의령)권혁철(음성)
각10만원, 계50만원
총계:370만원

임원여러분의 정성이 듬뿍담긴 회비는 권문발전의 버팀목이 됩니다.

안동권씨 대종원

권오철 기자 임명
2016. 12. 22 제5차운영위원회에서 안동권씨 대종원 종보사 기자
로 권오철(60세)부정공파 화은공계 35세손이 임명되었다.
권오철 기자는 안동출신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
고 종근당제약, 삼천당제약 근무를 하였으며, 주로 '사복'편집원으
로 실행한 경력의 소지자로 '종보발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한다.

종시 :

숭조이념확립Ş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Ş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계동 편집인 권오운 인쇄인 권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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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ongkwonmun@daum.net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문성

종보 자문위원

기ㅤㅤ자

권영건, 권혁세, 권경일,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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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성금Ş회비Ş 광고료Ş종보구독료 등 대종원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 협 317-0009-7471-41 예금주:안동권씨대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