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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정신을 계승하는 참된 인재 양성

學校法人 大榮敎育財團 理事長 權武倬 대표 (054) 630-7803

대 영 고 등 학 교 
대 영 중 학 교

시조 태사공의 춘추향제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이치대첩제를 성황리에 봉행

5월 정기총회와 서울청장년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지역종친회장단협의회 회의, 파종회

장단협의회 회의, 대전효문화뿌리축

제

권웅렬 고문의 

기증으로 대종회 장학회를 설립하여 

자라나는 10명의 후손들에게 장학금

으로 개인별 100만원씩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에 권오한 회장

제주

지역종친회가 창립

600여 년 전에 명나라에서 

황후 역할을 하다 비명에 돌아가신 

권현인비릉을 권영성 상임부회장이 

단장으로 방문하여 중국 현지에서 

조촐하지만 역사적인 추모식을 봉행

특히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100만 서명

운동은 3월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지역종친회, 전국청장년협의회와 여

러 족친들이 뜨거운 애족심을 발휘

금년 초에 

청와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종회에서는 2019년 기해년 새

해를 맞아 100만 족친의 숭조정신과 

애족하는 마음을 받들어 

먼저 충장공 선조님에 대한 명예

를 드높이고 정당한 역사 재평가를 

위해

둘째는 500여 년 동안 실전되었던 

안동권문의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

아 후손들에게 

셋째는 안동권문의 명예를 지킨 

학림공 권방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사업입니다. 

넷째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칭)정신역사관 건립 사업은 안동

시 예산 확보 문제

존경하옵는 100만 족친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숭조와 애족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화목하고 발전하는 한해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밝아오는 기해년 새해

100만 족친이 더욱 화목하고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권길상(상임위원)   1,000,000원
권영창(전 영주시장)  1,000,000원
권혁운(아이에스동서회장)  1,000,000원
권혁홍(대양그룹회장)   1,000,000원
권오덕(변호사)  1,000,000원
권광택(전 도의원)  1,000,000원
권영훈(전 감사)  1,000,000원
권혁춘(전 부총재)  1,000,000원
權勝一(日本關西宗親會副會長)  1,000,000円

권중원(부산) 200,000원  권영동(대구) 200,000원
권오탁(안동) 200,000원  권혁도(김천) 200,000원
권갑현(영주) 200,000원  권태연(제천) 200,000원
권대인(청송) 200,000원  권오현(음성) 200,000원
권태웅(서울) 200,000원

권성용(부산) 300,000원  권혁구(서울) 300,000원
권혁정(대구) 300,000원  권태석(창원) 300,000원
권경호(대구) 300,000원  권태봉(영천) 300,000원
권이원(대전) 300,000원  권오준(영천) 300,000원

권태인 고문(카렌다 제작비)  1,000,000원

총 계 : 14,2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권해옥 회장,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광택 부회장 등 日本關西宗親會 訪問 權英喆 會長에게 感謝牌 전달

(관련기사 8면)

안동권문의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은 평창공 권옹 탐방

평창공의 공적 기리는 사업은 숭조와 자긍심의 실천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만 족친의 만사형통(萬事亨通)을 기원합니다. 

안동權씨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영호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100만 족친여러분의 가내 화

평을 바라오며 뜻하는 일 모

두 이루시길 기원하옵니다.

우리 지역종친회장협의회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가문의 

번성과 종사발전을 위해 매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 의 회 장 권영호(부산회장)
고  문 권길상(부산), 권동술(합천)
부  회  장 권충화(광주회장), 권영복(산청회장), 권태복(금천회장), 권오한(제주회장), 권오신(전주회장), 권순호(대구회장), 

권만집(상주회장), 권재덕(진주회장), 권용기(대전회장), 권영화(구미회장), 권경호(영양회장)
감  사 권주연(안동), 권석호(합천)
간  사  장 권태형(마창회장)

권경관 금산회장 권봉정 포항회장 권영목 중랑회장 권오섭 진천회장 권용기 대전회장 권태복 금천회장

권경호 영양회장 권상용 서남권회장 권영복 산청회장 권오식 분당회장 권재원 정읍회장 권태형 마창회장

권경환 영천회장 권성덕 영덕회장 권영석 예천회장 권오열 강릉회장 권정걸 안양회장 권태호 충북도회장

권계수 창녕회장 권성업 증평회장 권영순 용인회장 권오영 봉화회장 권재덕 진주회장 권혁진 부천회장

권공식 담양회장 권숙동 안동회장 권영창 영주회장 권오영 예산회장 권주석 서천회장 권희량 연천회장

권기택 청주회장 권순종 통영회장 권영하 영등포회장 권오신 전주완주회장 권준표 순천회장 권희성 온양아산회장

권만집 상주회장 권순호 대구회장 권영현 여주회장 권오한 제주회장 권중관 하동회장

권병기 의령회장 권승구 마포회장 권영호 부산회장 권오흥 경산회장 권창구 원주회장

권병택 음성회장 권영국 옥천회장 권영호 의성회장 권오협 제천회장 권천문 중구회장

권병후 수원회장 권영근 밀양회장 권영화 구미회장 권오협 충주회장 권충화 광주회장
권봉섭 단양회장 권영모 청송회장 권오길 경주회장 권옥술 울산회장 권태갑 문경회장

感  謝  牌
日本國 大阪市 關西宗親會長 權英喆

2018.12.

安東權氏 大宗會 會長 權海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