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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향교 권오극 전교 취임식 개최

안동향교 권오극 전교 취임식에 참석한 유림들

2018년도 안동능우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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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여 100만 족친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族親 여러분 반갑습니다.
多事多難했던 戊戌年을 보내고 希望찬 己亥年이 밝았습니다. 族親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權門
은 始祖任께서 賜姓을 받으신지 109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後孫들은 훌륭하신 조상님들의 얼을 이어받아 繼承發展 시켜 後
孫들에게 반듯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崇祖理念과 忠孝精神을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 국내외 100만 巨
族의 名門임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安東權氏派宗會長 協議會를 發足시킨 지
도 어언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後孫들은 다른 姓氏에 龜鑑이 되도록 言行을 바르게 하고 族親 相互間에는 恒常
한 핏줄이라는 生覺을 잊지 말고 國家와 地域社會 發展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
게 하기 위해서는 大宗會를 중심으로 파종회,지역종친회 등을 더욱 活性化 하여 우리 族
親들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派宗會長 協議會의 發展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聲援을 付託드립니다. 今年 己
亥年에는 늘 健康하시고 家庭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萬事亨通 하시기를 所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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