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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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 권오섭(고양)

권태석(뉴브호텔 회장) 1,000,000
권수웅(통일교 이집트 회장)  1,000,000
권혁찬(보험설계사) 500,000
권태복(전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1,000,000
권혁기(삼성농장 대표) 1,000,000
권동술(전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1,000,000
권혜택(럭키포멕스(주)사장) 1,000,000

권오극(안동) : 300,000 권순구(원주) : 300,000
권정택(상주) : 300,000 권오준(중구) : 300,000
권혁구(음성) : 300,000 권오주(안동) : 300,000
권혁철(음성) : 300,000 권선출(성남) : 300,000

권갑현(영주) : 200,000 권학주(원주) : 200,000 

총 : 9,300,000원

<사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동권문의 
최대 현안인 3세부터 9세까지의 설
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의
논해 보자. 마침 어느 독지가께서 3
세부터 9세까지 설단을 마련하자
고 건의를 해왔다. 여러분의 생각
은 어떻습니까. 설단을 꼭 해야 된
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로 결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자 이에 참석
한 회원들은 큰 박수로써 설단 건
립에 동의와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권해옥 회장은 회원들의 만장
일치 찬성을 확인하고 어느 장소
에 설단하고 또 어떤 비를 세울 것
인지 여부 등 추진하는 제반사항
에 대해서는 향후 회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45차 안동권씨 대종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년 대종회 경영합리화로 8천만원 적립

안동권씨대종회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 

정기총회 시 200만원 상당 선물 기증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동권씨 전국청장년 협의회 정기총회 및 권영수 고문 초청 간담회

2019년도 안동권씨 전국청장년 협의회 정기총회 및 권영수 고문 초

청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

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 6. 8(토) 15:00 ~ 9(일) 14:00(1박 2일)
● 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97 힐튼호텔 커피숍

2019. 5. 25.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고문 권영수(대구), 회장 권승호(서울), 사무국장 권순용(서울) 

1. 15시 커피숍 집결 간담회 후 정기총회
2. 대구 근대사골목 및 야시장 관광
3. 만찬 후 숙박

4. 08시~12시30 골프회동 (현재 8팀 예약)
5. 12시30~14시 중식
6. 중식 후 해산

성    명 찬 조 금 성    명 찬 조 금

권홍섭 고문 30만원 청주종친회 10만원

권태인 고문 30만원 대전종친회 20만원

권혁찬 부회장 20만원 권병후(수원종친회) 10만원

권영창 부회장 10만원 마포종친회 10만원

권정택(화산부원군종종) 10만원 대전참의공종중 30만원

권혜택(화산부원군종중 회장) 10만원 제천종친회 10만원

권도현 종무위원 20만원 영등포종친회 10만원

권희량 연천지역회장 10만원 권병선 창화공종중회장 10만원

권정걸(안양종친회장) 10만원 권순용 서울청장년 사무국장 10만원

소계   150만원 소계 120만원

합계  270만원

제45차 정기총회 시 찬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