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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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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성금Ş회비 납부 및 격려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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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㽣⬜៳!
권영한(고문) : 2,000,000 원
❫䀣㆐䀣⠯!
권광택(환희 개발 대표) : 1,000,000 원
권혁춘(전 부총재) : 1,000,000 원
권기홍(군기감 회장) : 1,000,000 원
ㅟ⪗䀣⠯!
권혁구(음성) : 300,000 원 권혁철(음성) : 300,000 원
권재호(산청) : 300,000 원 권오철(서울) : 300,000 원
권민호(산청) : 300,000 원
㉰┟ワセ䀣⠯!
권광훈(청주) : 200,000 원 권기백(대구) : 200,000 원
권혁도(수원) : 200,000 원
ᚔ∏៳!
권혜택(화산 부원군 종회장) : 100,000 원
권동환(한미애국총연합회 명예총재):100,000원
(대종회 방문하여 격려금 전달)
총계 : 7,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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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님들의 회비를 자진납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좌번호 : 농협 317-0009-74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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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부장 권영건>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內

권기 1088년 추향제는 역사와 전통을 살려 권문의 대동단결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향사를 거행하고자 하오니 100만 족친은 날씨가 춥고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陰 10月 19日 中丁)
일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장
 참석대상 : 고문단, 회장단, 지역종친회장, 이사, 종무위원, 청장년회장단, 부녀회장 등
 복장은 정장, 유건 300개 준비
 大堂會 : 2017년 12월 5일(화) 오후 6시
- 연락처 : 서울 02-2695-2843~4 / 안동 054-854-2256

안동권씨 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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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명

예

회

장

권영호

장

권길상
권성용

수 석 부 회 장
고

문

자 문 위 원 장
자

문

부

권영호 회장

위
회

원
장

여 성 부 회 장
감
사

사
무

국

장

권종갑, 권용주, 권사영, 권영한, 권철현, 권재목
권성현
권응규, 권운현, 권영호, 권오숭, 권경욱, 권경훈, 권영욱, 권중환, 권덕수, 권기룡, 권용근, 권태현, 권재혁, 권석봉, 권영훈, 권중원, 권오관, 권순돈
권춘식, 권상빈, 권태문, 권태현, 권영수, 권영위, 권영만, 권영우, 권영인, 권재태, 권재문, 권영흥, 권재식, 권영곤, 권영동, 권영수, 권수현, 권태현, 권우진, 권영현, 권장섭, 권도영,
권삼찬, 권오범, 권갑수, 권양호, 권오국, 권오태, 권부현, 권오상, 권오공, 권영열, 권 영, 권해극, 권혁만, 권 철, 권해호, 권기재, 권기석, 권춘길, 권관철, 권기철, 권진수, 권순구,
권중달, 권칠우, 권헌영, 권용진, 권태식, 권임섭, 권기룡, 권순용, 권오봉, 권순호, 권광태, 권영주, 권민수, 권상흠, 권오성, 권동현, 권상현, 권영식, 권기호, 권종섭, 권준식
권영례, 권영희, 권혁란
권정수, 권임호
권채영

각급단체 회장, 총무 명단
부 산 천 등 회

회장 권성용

총무 권임호

금정구종친회

회장 권춘길

총무 권원태

좌윤공파종친회

회장 권원술

총무 권범수

부 산 이 일 회

회장 권 영

총무 권태현

남수영종친회

회장 권기재

총무 권기화

부정공파종친회

회장 권병남

총무 권영한

부 산 장 년 회

회장 권태식

총무 권기화

동구종친회

회장 권영열

총무 권명칠

감정공계종친회

회장 권중원

총무 권채영

부 산 부 녀 회

회장 권쌍희

총무 권영희

북구종친회

회장 권영식

총무 권용섭

부 산 청 년 회

회장 권갑수

사무국장 권영흥, 총무 권덕림

사상구종친회

회장 권오국

총무 권용진

부산개인택시회

회장 권기호

총무 권천택

사하구종친회

회장 권석봉

총무 권우진

부 산 등 산 회

회장 권영인

총무 권민준, 권다원

연제구종친회

회장 권영인

총무 권태환

부산능동골프회

회장 권해극

총무 권영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