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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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록 고문 능동성역화 추진사업비 1억 기증
시조 묘역, 진입로 및 3세~9세 설단 추진비용 등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능동성역화  사업 추진위원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임명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2019년도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자 명단

권민호(산청)  300,000

총 : 3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임원회비 납부 안내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임원회비 납부 안내서를 10월 초에 임원 여러분에
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권오록 고문 능동 성역화 사업 1억원 기증전달식, 권행완 편집국장, 권해옥 회장, 권오록 고문, 권오상 총무국장(왼쪽부터)

능동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 명단
위 원 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부위원장 권순협 (상임부회장)

권영창 (전 영주시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위  원 권오신 (편집위원장)

권정택 (전 기로회장)

권중달 (종사연구위원장)

권경웅 (제례위부원장)

권용주 (제례위원)

권갑현 (제례위원)

권대능 (안동청년회장)

권오익 (대종회안동사무국장)

안동권씨 종보 대금을 납부해 주신 족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종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부기간 : 2019년 9월 1일~30일,     총 납부자 수 : 339명,    금액 : 10,400,000원
강향순(대전) 30,000* 권기항(대구) 30,000 권병윤(영덕) 30,000 권순형(구미) 30,000 권영숙(서울강동) 30,000 권오관(예산) 30,000 권오필(양산) 30,000 권자하(전주) 30,000 권중원(논산) 30,000 권헌준(영주) 30,000 권형태(안동) 30,000

권각(서울강동) 30,000 권기현(전주) 30,000 권병인(영주) 30,000 권순호(성주) 30,000 권영술(안동) 30,000 권오관(제주) 30,000 권오학(서울양천) 30,000 권장환(경주) 30,000 권중원(보은) 30,000 권혁구(서울강서) 30,000 권홍근(합천) 30,000

권갑두(안동) 30,000 권기형(인천) 30,000 권병진(대전) 30,000 권승주(홍천) 30,000 권영시(서울송파) 30,000 권오길(경주 성건동) 30,000 권오혁(김포) 30,000 권장환(안동) 30,000 권중진(대구) 30,000 권혁근(경주) 30,000 권홍식(정읍) 30,000

권경인(대구) 30,000 권남수(평택) 30,000 권봉기(장수) 30,000 권승찬(용인) 30,000 권영식(용인) 30,000 권오덕(서울서초) 30,000* 권오현(구미) 30,000 권재시(산청) 30,000 권진기(정읍) 30,000 권혁도(예천) 30,000 권효택(양주) 30,000

권경진(김해) 30,000 권남옥(서울강서) 30,000 권부성(서울서초) 30,000 권승택(서울노원) 30,000 권영우(음성) 30,000 권오만(서울양천)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재옥(부안) 30,000 권진남(이천) 30,000 권혁두(김해) 30,000 권    흠(대구) 30,000

권경택(전주) 30,000 권남형(문경)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식태(산청) 30,000 권영일(서울구로) 30,000 권오범(예산) 30,000 권오현(서울송파) 30,000 권재욱(영천) 30,000 권진현(함양) 30,000 권혁만(예산) 30,000 권희달(서울동대문) 30,000

권경호(대구) 30,000 권년환(안동) 30,000 권삼동(고성) 30,000 권영각(이천) 30,000 권영일(영양) 30,000 권오상(전주) 30,000 권오현(안동) 30,000 권재원(정읍) 30,000 권찬기(칠곡) 30,000 권혁문(대구) 30,000 권희문(홍성) 30,000

권계술(부산) 30,000 권달호(서울송파) 30,000 권삼수(경주) 30,000 권영갑(성남) 30,000 권영재(서울동대문) 30,000-동양한약방 권오석(봉화) 30,000 권오화(영덕) 30,000 권재호(산청) 30,000 권창달(영덕) 30,000 권혁문(서울구로) 30,000 권희선(전주,보문당) 30,000

권관일(서울강서) 30,000 권대경(안동) 30,000 권상문(경주) 30,000 권영구(제천) 30,000 권영재(서울동대문) 30,000-전농동 권오섭(진천) 30,000 권오훈(대구 달성군) 30,000 권재홍(거창) 30,000 권창수(천안) 30,000 권혁민(서울용산) 30,000 권희택(안동) 30,000

권구현(합천) 30,000 권대영(금천) 30,000 권상복(삼척 광동리) 30,000 권영근(안동) 30,000 권영존(청주) 30,000 권오수(안동) 30,000 권오흠(경산) 30,000 권정렬(진주) 30,000 권창우(대전) 30,000 권혁선(서울양천) 30,000 권희홍(대전) 30,000

권구훈(경주) 30,000 권대일(광명) 30,000* 권상윤(경주) 30,000 권영남(대구) 30,000 권영준(서울관악) 30,000 권오순(영양) 30,000 권옥선(대구) 30,000 권정식(곡성) 30,000 권창중(제천) 30,000 권혁성(청양) 30,000 권혁만(부산) 30,000

권규(봉화) 30,000 권대직(안동) 30,000 권상진(경주) 30,000 권영달(서울강남) 30,000 권영진(서울동대문) 30,000 권오신(안동) 30,000 권옥재(서울강남) 30,000 권정안(세종) 30,000 권창호(고성) 30,000 권혁성(포항) 30,000 권경순(용인) 30,000

권규식(광주) 30,000 권덕웅(서울양천) 30,000 권상호(제천) 30,000 권영달(제천) 30,000 권영찬(서울도봉) 30,000 권오신(전주) 30,000 권 용(부천) 30,000 권정애(서울금천) 30,000 권처문(서울관악) 30,000 권혁수(안동) 30,000 권혁문(음성) 30,000

권규홍(보은) 30,000 권도갑(익산) 30,000 권석범(군산) 30,000 권영도(영천) 30,000 권영창(여주) 30,000 권오실(경기성남) 30,000 권용근(경주) 30,000 권정집(세종) 30,000 권청일(대전) 30,000 권혁예(공주) 30,000 안동권씨세준공신언공종중 
(광주) 30,000*권규환(서울송파) 30,000 권도성(영주) 30,000 권석열(태안) 30,000 권영도(창원) 30,000 권영철(울산북구) 30,000* 권오엽(영주) 30,000 권용근(서울성북) 30,000 권정태(합천) 30,000 권칠수(대구) 30,000 권혁용(서울성북) 30,000

권근오(강진) 30,000 권도혁(대구) 30,000 권선식(익산) 30,000 권영돌(안동) 30,000 권영철(제천) 30,000 권오영(부천) 30,000 권용대(대구) 30,000 권정환(상주) 30,000 권칠용(서울중랑) 30,000 권혁원(수원) 30,000 3만원이상 납부자

권긍호(대구) 30,000 권동식(남양주) 30,000 권성억(성남) 30,000 권영득(창원) 30,000 권영태(구미) 30,000 권오영(양양) 30,000* 권용백(대전) 30,000 권종만(파주) 30,000 권태무(서울서초) 30,000 권혁일(원주) 30,000 권기호(서울서초) 60,000*

권기대(대구중구) 30,000 권동원(서산) 30,000 권성오(충주) 30,000 권영록(군포) 30,000 권영팔(의정부) 30,000 권오웅(서울용산) 30,000 권용일(인천) 30,000 권종선(용인) 30,000 권태상(서울중랑) 30,000 권혁정(대구) 30,000 권두삼(김제) 100,000

권기문(창원) 30,000 권두현(수원) 30,000 권세목(의성) 30,000 권영문(인천) 30,000 권영하(안동) 30,000 권오익(밀양) 30,000 권용조(김해) 30,000 권종원(영주) 30,000 권태석(경주) 30,000 권혁주(구미) 30,000 권순욱(문경) 60,000

권기백(경주) 30,000 권득기(대구) 30,000 권송열(고성) 30,000 권영민(포항) 30,000 권영학(구미) 30,000 권오익(안산) 30,000 권용호(파주) 30,000 권종호(완주) 30,000 권태연(제천) 30,000 권혁주(전주) 30,000 권영섭(서울용산) 60,000*

권기범(수원) 30,000 권례원(대전) 30,000 권송웅(대전) 30,000 권영배(대구남구) 30,000 권영학(이천) 30,000 권오인(서울송파) 30,000 권우현(진주) 30,000 권종훈(서울은평) 30,000 권태용(장성) 30,000* 권혁준(이천) 30,000 권준표(순천) 100,000

권기순(대구 수성구) 30,000 권만봉(광주) 30,000 권송환(울산) 30,000 권영배(영주) 30,000 권영호(부산) 30,000-사하구 하단동 권오인(철원) 30,000 권원상(서울성북) 30,000 권주혁(경주) 30,000 권태욱(당진) 30,000 권혁중(청양) 30,000

권기안(경기용인) 30,000 권만택(경주) 30,000 권수원(이천) 30,000 권영복(서울노원) 30,000 권영환(대구 동구) 30,000 권오정(서울서초) 30,000 권원탄(안동) 30,000 권준덕(정읍) 30,000 권태운(안동) 30,000 권혁찬(서울노원) 30,000

권기열(서울구로) 30,000 권명섭(대구) 30,000 권수원(인천 연수구) 30,000* 권영복(예천) 30,000 권영환(의성) 30,000 권오정(예천) 30,000 권위달(영덕) 30,000 권준식(용인) 30,000 권태운(칠곡) 30,000 권혁창(서울성북) 30,000

권기열(영주) 30,000 권명쇠(서울광진) 30,000 권수익(제천) 30,000 권영봉(구미) 30,000 권영환(청송) 30,000 권오중(경주) 30,000 권유식(고양) 30,000 권준화(대구) 30,000 권태웅(인천) 30,000 권혁채(용인) 30,000

권기완(경주) 30,000 권민호(산청) 30,000 권순구(원주) 30,000 권영석(고양) 30,000 권영훈(서울송파) 30,000 권오진(서울강북) 30,000 권윤기(성주) 30,000 권중국(예천) 30,000 권태원(안동) 30,000 권혁철(공주) 30,000

권기용(문경) 30,000 권병남(안양) 30,000 권순남(충주) 30,000 권영석(합천) 30,000 권오갑(경주) 30,000 권오진(홍성) 30,000 권이병(서울강서) 30,000 권중근(창원) 30,000 권태의(서울서초) 30,000 권혁철(성남) 30,000

권기정(안동,수상동) 30,000 권병덕(의정부)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선(서울성동) 30,000 권오갑(대구) 30,000 권오찬(경주) 30,000 권이원(대전) 30,000 권중길(서울구로) 30,000 권택문(예천) 30,000 권혁한(용인) 30,000

권기주(안동) 30,000 권병산(정읍) 30,000 권순봉(경주) 30,000 권영세(대구) 30,000* 권오강(예천) 30,000 권오철(경주) 30,000 권이호(서울금천) 30,000 권중도(포항) 30,000 권택진(안산) 30,000 권현호(진주) 30,000

권기철(경주) 30,000 권병상(당진) 30,000 권순성(대전서구) 30,000* 권영수(구미) 30,000 권오걸(용인) 30,000 권오철(부천) 30,000 권인규(창원) 30,000 권중룡(합천) 30,000 권평(서울송파) 30,000 권형기(제천) 30,000

권기태(포항) 30,000 권병선(안양) 30,000 권순채(경주) 30,000 권영수(영주) 30,000 권오경(남양주) 30,000 권오춘(용인) 30,000 권일웅(대구) 30,000 권중봉(거제) 30,000 권풍인(문경) 30,000 권형수(안산) 30,000

권기택(완주) 30,000 권병성(서울노원) 30,000 권순채(서울송파) 30,000 권영수(제천) 30,000 권오경(영양) 30,000 권오탁(안동) 30,000 권일혁(군위) 30,000 권중오(구미) 30,000 권학식(제주) 30,000 권형원(양주) 30,000

*납부자 주소와 입금지역이 불일치하여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社告

안동권씨 대종회장

▶국민은행: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    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