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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장학회 권정달 이사장직 끝내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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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장학회의 역대 이사장
들의 재임 현황을 살펴보면
초대 권순영이사장은 1975년

부터 1979년까지 재임하였으
며, 권태흥회장은 1979년부
터 1983년까지, 권이혁회장
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재
임하였고, 현 권정달이사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23년째
재임하고 있으며 임기는 2019
년 4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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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公 竪碣告由祭(鳳山齋竣工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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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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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변호사) : 1,000,000원
⳽⃕Ɽ⦂㏢㴼䂡
권혜택(럭키 포멕스(주) 대표) : 1,000,000원
권태혁(세일C.C 회장) :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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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하(영천)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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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근(수원)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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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강남) : 300,000원
권이원(대전)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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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수(영주)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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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채(서울)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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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현(영주) : 200,000원
권대승(안동)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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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덕(고양)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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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구(서울) 추향제 성금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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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인천) 추향제 성금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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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5,400,000원
㈗䁛㶂 㐰䍬㐰㭖
임원님들의 회비를 자진납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좌번호 : 농협 317-0009-74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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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자로 보도된 권혁재 중윤공파 파종 회장을
●》⬓⊻⨮⣘⳽⃕
권영탁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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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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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35세 복야공파)

고

문

권일수, 권달천, 권영섭, 권희철, 권삼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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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회 추향제는 역사와 전통을 살려 권문의 대동단결과 권문의 위상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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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회는 유건 300개 준비
 大堂會 : 2017년 12월 5일(화) 오후 6시
- 연락처 : 서울 02-2695-2843~4 / 안동 054-854-2256

내년 1월 1일부터 종보가 달라집니다.
● 종보의 제호를 변경합니다.
현행

변경

㴗匯妛宋㴴㖥
Ş독자들의 의견에 따라 종보는 한글로 기재하고, 한자가 꼭 필요한 단어에 대해서는 한자를 병기합니다.
Ş우리 대종회 재정자립을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종보를 직접 운영(발행, 배부)하고자 합니다.
Ş각 지역별로 지사 지국장을 선임 운영합니다.
Ş종보 대금은 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합니다.

권옥술(35세 좌윤공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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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오형, 권응수, 권진건, 권태룡, 권지술, 권오달, 권오명, 권기홍, 권의호, 권오복, 권오현,
권순석, 권영민, 권중목, 권혁진, 권오대

사

권오봉, 권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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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內

수석부회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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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익 수석부회장 종묘대제 아헌관 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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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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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02)2695-2483~4ㅤ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ㅤ종보보급소 (02)2695-2480, 070-8866-2480

권웅렬 고문 대종회에 年1000만원씩 장학금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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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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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처 장

권혁환

총 무 부 장

권응목

여성부회장

권 기, 권예진, 권옥자

울산청년회

회장 권명달

사무국장 권응목, 총무 권기대

동 천 친 목 회

회장 권기웅

총무 권명달

동구종친회

회장 권혁성

사무국장 권원기, 총무 권응목

태화강친목회

회장 권오형

총무 권혁철

함월친목회

회장 권오달

총무 권혁환

개인택시친목회

회장 권해구

총무 권오선

무룡친목회

회장 권오달

총무 권혁성

한가람친목회

회장 권욱환

총무 권혁규

원연친목회

회장 권기홍

총무 권중배, 재무 권영배

딸 내 친 목 회

회장 권현숙

총무 권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