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安東權氏宗報社 定款
1999년 1월 9일

제정

2005년 6월 10일

개정

2006년 6월 1일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사의 명칭은 株式會社 安東權氏大宗會宗報社라 한다. 단, 약칭은〔株〕安東權氏
宗報社라 하고 본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安東權氏宗報陵洞春秋라 한다.
제2조〔목적〕본사는 孝先之心을 발휘하여 崇祖精神을 앙양하고 全安東權氏宗族의 孝悌忠信과
宗親愛를 북돋우며 安東權門의 庭訓과 美風傳俗을 계승발전시키고 安東權氏大宗會〔이하
大宗會라 한다〕의 목적사업을 홍보하며 그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安東權氏宗報陵洞春
秋를 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본사는 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安東權氏宗報陵洞春秋를 정기간행물로 발행배포
2. 安東權氏宗報陵洞春秋에 게재 또는 연재된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출판사업
3. 宗史의 보전을 위한 문헌의 수집 편찬 및 보급사업
4. 선조의 유적지ㆍ세거지 등의 순례를 통해 崇祖孝先의 正心을 함양하고 고취시키기 위
한 관광여행 사업
5. 기타 安東權氏大宗會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수익사업의 대행
제4조〔사무소〕본사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두고 서울특별시에 分社를 둔다.

제2장 조직과 購讀會員
제5조〔구독회원〕安東權氏宗報陵洞春秋〔이하 本報라 한다〕의 구독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安東權氏 全宗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
1. 본보의 회원은 賜姓者는 出嫁者를 포함하며 異姓者는 歸籍者와 壻甥者로 한다.
2. 해외에 영주 또는 거주하거나 국적의 변경 및 貫姓의 分籍이나 변경에도 관계없이 그
연원이 權氏인 자는 동일한 회원으로 본다.
3. 회원은 구독권을 가짐과 동시에 본보에 대한 제의ㆍ제언ㆍ제보ㆍ비판의 권리를 갖는
다.
4. 회원은 본사의 각급 부대사업과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수혜권을 가진다.
5. 회원은 본사가 발행하는 柱式의 청약ㆍ배당권을 가지며 취득한 주식은 상속 또는 승
계된다. 단 그 피상속자 또는 피승계인이 權姓人이 아닐 경우에는 權姓人의 配偶者에 한
하고 외손에게는 상속이나 승계가 안되며, 만약 외손이나 기타의 타성인이 이를 취득하
였을 때는 즉시 공개매매 등의 방식으로 권성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6조〔의무〕회원은 본보를 구독하고 구독회비를 납부하며 본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의 구
입에 협조하고 본보가 필요로 할 시에 소임에 따라 능력껏 협찬할 의무를 진다.
제7조〔포상〕회원으로서 본보의 창달과 보급발전에 유공한 자나 崇祖孝先의 德目이 현저한 자
는 安東權氏大宗會宗務委員會議에 제청하여 발행인 겸 대종회장의 이름으로 이를 표창한
다.
제8조〔벌과〕회원으로서 본보의 목적 및 수익사업을 방해하거나 先祖를 冒瀆하고 불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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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며 安東權氏의 家聲을 실추시킨 자는 대종회종무위원회의에 제청하여 징계 내지 견
책ㆍ경고케 하고 그 사실을 본보에 보도한다.

제3장 株式
제9조〔발행주식의 총수〕본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백만주로 한다.
제10조〔1주의 금액〕본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
제11조〔설립시 발행 주식의 총수〕본사가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백만주로
한다.
제12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본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본사의 株券은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등 3종으로 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 각항과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신주인수권〕
1. 본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자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
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법률상의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新株를 발행하는 경
우
② 본사가 경영상 필요로 문중기관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
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주식의 발행가격〕본사가 주식을 발행함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 또는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주식의 배정〕본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0%는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하고 50%는
문중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여기에서 문중기관이라 함은 안동권씨의 각급 종중ㆍ친목
회ㆍ종친회ㆍ화수계ㆍ동호인회를 말한다. 단 이 비율은 본사의 법인화 이후 청약 주식의
발행분에 적용되고, 본사의 법인화 이전 창업투자자의 지분중 미청약분 주식의 배정비율
은 그 지분주식소유자가 이를 추가 매도할 때에 적용된다.
제16조〔주식의 양도등〕본사의 주식은 비상장ㆍ코스닥 미등록 주식으로 안동권씨인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으며 거래는 안동권씨종보의 무료안내광고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1. 본사의 주식은 전 제5조 5항에 규정한 권성인만이 취득하고 소지하며 그 소지자가 사
망하였을 시는 그 지정인 또는 법적상속인에게 그 소지가 자동 승계된다.
2. 전1항의 피승계인이 權姓人이나 권성인의 배우자가 아닌 他姓人일 경우에는 株券의
명의개서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권성인에게 공개매도 등을 통해 양도해야 한다.
3. 전 제5조 5항에 규정한 권성인으로서 권성인의 배우자인 異姓人은 권성인과 이혼하고
改娶ㆍ改嫁함과 동시에 권성인의 자격을 상실하여 본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지할 수 없다.
단, 그 소생자녀가 권성인으로서 권성을 유지할 경우 그 주식은 그 자녀에게 자동승계
또는 상속된다.
제17조〔일반공모증자등〕본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권
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주식매수선택권〕본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 및 사외전문가에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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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신주의 배당 기산일〕본사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서는 그 신주가 이를 발행한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
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명의개서 대리인〕본사는 전조 및 다음조의 주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
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21조〔명의개서 등〕회사가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지 않을 때는 본사가 명의개서 등의 사무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 규칙에
따른다.
2.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상속ㆍ증여 기타 계약의 사유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정
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전각항의 청구를 받은 본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 이면에 대표
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자에게 반환한다.
제22조〔주식의 양도〕주식을 양도함에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며,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 이루어질 경우 취득자는 본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
한다.
제23조〔주주등의 주소ㆍ성명ㆍ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본사에 신고해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해 신
고해야 한다.
3. 전1항 2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제24조〔주식의 재교부〕
1. 주권의 오손 또는 분할로 새로운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는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오손 또는 훼손이 심하여 진위
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2항의 상실의 예에 따른다.
2. 주권의 상실로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코자 할 경우 소정의 청구서에 그 상실에 대한
제권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수수료〕본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는 무료로 취급하고 주권의 분할 및 재발행등으로 인
한 재교부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사는 매사업년도 말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
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본사는 매사업년도 말일의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사업년도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본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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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4장 社債
제27조〔사채모집〕
1. 본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2.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3. 사채의 총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해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전환사채의 발행〕
1. 본사는 총액이 순자산액의 4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전1항의 전환사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
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
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가 사채 발행시 정한다.
4. 전환의 청구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후 24일이 경과하고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
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이익배당과 전환사채의 이자 지급에는 전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9조〔신주인수권부 사채〕
1. 본사는 총액이 현금 순자산의 4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
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금액은 사채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행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이익배당은 전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제3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21조〔명의개서등〕
ㆍ제23조
〔주주등의 주소ㆍ성명ㆍ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에도 준용한다.

제5장 임원 및 職能
제31조〔임원〕본사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發行人 : 1인
2. 대표이사 編輯人 : 1인
3. 이사 主幹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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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 : 10인 내지 60인
5. 編輯위원 : 약간인
6. 편집고문 : 약간인
7. 監事 : 2인 이상
제32조〔선임〕본사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이사 발행인 : 당연직으로서 安東權氏大宗會長이 겸임한다.
2. 대표이사 편집인 :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3. 이사 주간 :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4. 이사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①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
의 수로 해야 한다.
② 복수의 이사를 선임함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결선임한다. 단 재적이사가 전
제31조 4항의 정원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
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5. 편집위원 : 이사회에서 전문인을 선임한다.
6. 편집고문 : 이사회에서 전문인을 위촉한다.
7. 감사 : 감사는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임한다.
①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 선임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감사 선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해당하
는 의결권을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결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
도 재적 감사가 전31조 7항의 정원에 미달이 되지 않으면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직능〕본사 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발행인 : 본사를 대표하며 선출직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을 임명ㆍ辭解任
ㆍ위촉ㆍ解囑함에 그 名義人이 되고 職員을 任免함에 명의인이 되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議長이 된다. 단, 대표이사 발행인이 유고일 때에는 대표이사편집인이 그 직임을 대
행한다.
2. 대표이사 편집인 : 대표이사 편집인은 본사 2인의 대표이사 중 선출직 대표이사로서
본사의 경영대표자이자 서울分社의 장이 되어 본사의 편집ㆍ제작ㆍ판매ㆍ세무처리ㆍ경리
출납ㆍ예산회계 집행 및 부대사업 관리 운영의 최종책임자가 되며 본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대표이사 직인 날인자가 된다. 단, 대표이사 편집인이 유고일 때에는 이사 주간이
그 직임을 대행한다.
3. 이사 주간 : 이사 주간은 편집출판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본사의 제반 업무를 총
괄하며 본보의 기획 및 편집 방향을 조정하고 宗說 등을 주관한다.
4. 이사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각급 의안의 조정ㆍ의결 기관 역할을 한다.
①이사는 본사의 전반 사업계획과 업무 집행 및 회계 결산 등을 심의하고 이를 조정ㆍ
의결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히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
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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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사는 편집회의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아니
한다.
5. 편집위원 : 편집ㆍ취재ㆍ기사 및 기획물 등의 작성ㆍ집필의 전문인으로서 본보 및 본
사 발행 출판물의 편집ㆍ제작에 관여하며 편집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6. 편집고문 : 전 5항의 원로급 달인으로서 본보 및 본사 발행 출판물의 편집ㆍ제작에
참여하고 자문에 응하며 편집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7. 감사 : 본사의 제반업무 및 경리회계의 집행상황을 연1회 이상의 정기감사와 필요할
시의 수시감사를 통하여 實査하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편집회의 등에 보고
한다.
①감사는 이사회와 편집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행사하
지 아니한다.
②감사는 회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
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
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34조〔임기〕대표이사 편집인 이하 전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連任에 제한이 없으나 감사는 어떤 경우에도 연임하
지 못한다. 단, 감사가 보선으로 선임된 경우 그 잔여임기에 이어 중임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5조〔보수〕
1. 안동권씨대종회장이 겸임하는 대표이사 발행인에게는 일체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다.
2. 대표이사 편집인 이하의 전임원 중 상근하는 자에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정한 보
수를 지급하고 퇴직금도 이에 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한다.
3. 직원으로서 임원이 되는 자나 직원으로서 임원을 겸하는 자는 그 보수를 직원시의 기
준으로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시는 임원 재직 기간을 가산하고 임원 재직시 받
은 보수가 직원 재직시 받은 월급여액에 못미칠 시는 직원재직시 월급액을 기준으로 계
산한다.

제6장 회의
제36조〔회의〕회의는 株主總會와 理事會議ㆍ編輯會議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7조〔주주총회〕본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하고,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
라 대표이사 발행인이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 발행인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편집인이,
대표이사 편집인도 유고시에는 이사 주간이 소집권을 대행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
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그 내용을 본사의 공고방법에 따라 2회 이상 공고
함으로써 서면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3.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인 안동시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서울 분사가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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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내에서도 열 수 있다.
4.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발행인 또는 대표이사 편집인으로 하며 위 양자가 유고
시에는 이사 주간이 대행한다.
5.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회의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ㆍ행동을 하는 자에
게는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6.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당 1개로 하며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면 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7. 주주는 총회에 출석치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
해 총회 소집통지서에 그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단 서면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동서면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회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8.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
9.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
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와 서울분사에 비치한다.
제38조〔이사회의〕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1. 이사회는 대표이사 발행인 또는 대표이사 편집인이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
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발행인 또는 대표이사 편집인이 되고 양자의 유고시는 이
사 주간이 대행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
상 및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5.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 의사록에는 출석 이사 및 감사
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편집회의〕편집회의는 주간ㆍ편집위원ㆍ편집고문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편집회의는 대표이사 편집인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대표이사 편집인 유고시
는 이사 주간이 이를 대행한다.
2. 편집회의에는 이사ㆍ감사 및 직원 가운데 간부급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
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아니한다.
3. 편집회의에서는 기왕에 발행된 본보의 내용과 체재 등에 대한 분석검토와 평가를 내
리고 시정을 지시하며 향후 편집운용 전반에 관한 조정과 지시사항을 의결한다.
4. 편집회의는 본보의 宗說 등의 주제와 집필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매월 정례화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간담회 형식의 회의로라도 3월에 1회 이상의 회의를 열어야 한다.
5. 편집회의에서는 본보의 편집ㆍ제작에 관한 사항 외에 본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발간물
ㆍ책자 등의 입안기획ㆍ편집ㆍ제작에 관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6. 일반 宗員 및 구독회원의 투고에 의한 제언ㆍ제의ㆍ문제제기 및 청원ㆍ고발 등에 관
한 기사는 편집인과 주간의 열독과 판단으로 게재가 결정되나 그 가운데 중대한 사안은
편집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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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편집회의에서는 본보에 게재될 특집 및 기획물과 새로운 連載ㆍ연속물에 관한 토의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편집회의의 의결은 구성원 참석자의 과반수로 한다.

제7장 부서와 직원
제40조〔본사〕안동시 본사에는 다음의 부서와 직원을 둔다.
1. 기획부 : 부장 1인 및 직원 약간인
2. 취재부 : 부장 1인 및 취재ㆍ사진 기자 약간인. 단, 사정에 따라 전1항의 기획부와 통
합운영하며 그때는 부서 명칭을 기획취재부라 한다.
제41조〔서울분사〕서울분사에는 다음의 부서와 직원을 둔다.
1. 편집부 : 부장 1인 및 편집직원 약간인
2. 특집부 : 부장 1인 및 취재ㆍ사진 기자 약간인. 단, 사정에 따라 전1항 편집부와 통합
운영하며 그때는 부서명칭을 편집특집부라 한다.
3. 관리부 : 부장 1인 및 경리직ㆍ회원관리직 약간인.
4. 사업부 : 부장 1인 및 판매직ㆍ사업개발직 약간인. 단, 사정에 따라 전3항의 관리부와
통합 운영하며 그때는 부서명칭을 관리사업부로 한다.
제42조〔임면〕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 발행인의 명의와 대표이사 편집인의 책임으로 專管하
며 임면사실과 辭令은 본보에 社告로 공시한다.
제43조〔신분증〕본사의 대표이사 발행인ㆍ대표이사 편집인ㆍ편집고문ㆍ이사 주간ㆍ이사를 제
외한 모든 임직원은 대표이사 발행인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각임직원이 해임 또
는 면직되었을 시는 이를 본사에 반납해야 한다.
제44조〔명함〕본사의 대표이사 발행인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은 본사에서 특수식별표지로 인
쇄한 명함을 사용하며 본사에서는 이를 일괄인쇄 공급한다. 단, 각임직원이 해임 또는 면
직되었을 시는 이를 본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급여〕본사의 직원에게는 그 직무수행과 후생에 필요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퇴
직금을 적산하여 지급한다.

제8장 체재와 규모
제46조〔판형과 용지〕본보의 판형은 8절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용지는 신문용지 또는 특수
지 48g 이하지를 사용하여 원색 윤전기로 인쇄한다.
제47조〔刊別 및 사용어등〕본보의 간별은 월간으로 하여 매월 1일에 발행하고 사용어는 국한
문 혼용에 橫組로 한다.
제48조〔발행면수〕본보의 발행 면수는 16면 이상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24면, 32면, 48면으로 증면하여 최종 64면까지 증면발행할 수 있다.

제9장 보급 및 광고유치
제49조〔배송과 수납〕본보의 보급체제는 서울분사에 구비한 전산체제의 직접우편발송을 토대
로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구독회비의 수납은 우편발송시 동봉하는 금융기관용 지로용지나 자동이체 수단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본보의 기증대상은 타성씨문중 또는 각급 학술연구기관에 한하며 대표이사 발행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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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임직원도 자택구독시 구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신규구독자의 개발과 확장은 서울분사의 사업부에서 전담하는 통신판촉 수단 등으로
하고 본보의 고정구독자에게는 본사에서 시행하는 부대사업에서 가능한대로의 혜택을 준
다.
제50조〔광고의 유치와 운용〕본보의 광고지면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본사의 주식 거래 안내와 대종회 이하 모든 문중기관 및 문중동호인회 등의 공고는
무료로 하고, 회원 및 宗人의 각급 공익성 안내광고도 무료로 한다.
2. 전1항 이외의 유료광고를 유치해오는 자에게는 임직원 여부에 관계없이 그 게재 광고
료의 40%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회계 및 경리
제51조〔회계년도〕본사의 회계년도는 사업년도와 동일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로 한다.
제52조〔회계구분〕본사의 회계 장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1. 일반회계는 본보의 발간ㆍ판매를 주축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상출납상황을 기장한다.
2. 특별회계는 전산대동세보의 운용ㆍ발간으로 발생하는 출납상황과 기타 수익사업 등에
관한 수지상황을 기장한다.
제53조〔경리〕본사의 모든 경리 회계 및 은행계좌와 지로개설 등은 대표이사 편집인 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과 세무회계처리 또한 대표이사 편집인 명의로 한다.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
1. 대표이사 편집인은 정기 주주총회 6주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
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④기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편집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대표이사 편집인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한다.
4. 대표이사 편집인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차대
조표와 감사의견을 공고해야 한다.
제55조〔이익잉여금의 처분〕본사는 매회계년도말의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 법정액 이상
2. 별도적립금 : 약간
3. 주주배당금 : 약간
4. 임의적립금 : 약간
5. 임원상여금 : 약간
6. 기타 처분 : 약간
제56조〔이익배당〕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1. 이익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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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사가 이에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57조〔이익배당금 지급의 시효〕이익배당금은 그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는 때에는 본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1. 이익배당금 지급 시효 5년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사에 귀속한다.
2.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장 부칙 및 경과조항
제58조〔부칙〕본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
로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부칙〕본 정관에 규정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경과조항〕본 정관은 전면개정의 발기인 등의 발의로 2006년 6월 1일자로 발효하나
2006년 6월 15일의 주주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그 시행은 본사의 법인등기 사업개시일인
2006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본다. 단, 안동권씨대종회의 종무위원회의와 大堂會에
서의 추인은 2006년도 이내에 받기로 하고 그 추인 과정에서 지적 또는 토의되는 조항의
문제점은 이를 추후에 본정관을 재개정할 시에 반영키로 한다.

2006년 6월 1일 전면재개정의 발기인 명단
권중현 서울 마포구 서교동 329-5 3층 02-336-8035
권혁래 서울 도봉구 방학4동 734 청구 아파트 102-1001 02-3492-5987
권오상 서울 도봉구 방학3동 271-4 신동아아파트 30동705호 02-955-0498
권병성 서울 강동구 성내2동 384-8 02-484-8121
권영건 서울 강남구 대치1동 633 청실아파트2-402 02-501-5655
권오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01호 02-784-3877
권남식 서울 관악구 신림1동 1608-18 02-856-4898
권승옥 강원 강릉시 내곡동 한라아파트108동203호
권영학 강원 강릉시 노암동 324-24번지 033-648-8875
권동섭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1리 981-3 033-591-1017 019-358-1027
권호근 대전 동구 용전동 677번지 042-522-8751 016-386-5389
권응서 대전 서구 갈마1동 복음아파트3동405호
권석구 대전 서구 탄방동 77-12 풍전연립 A동 101 042-531-1569
권오숭 대전 서구 용문동 224-13번지 042-523-1116~8
권혁세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107-1303호 042-863-1100
권재만 인천 부평구 부개2동 148-21 엘지드림빌503호 032-504-1916 016-9404-1916
권영상 인천 부평구 산곡3동 현대아파트121동910호 032-515-5570 018-237-9929
권희남 인천 남동구 간석1동 495-5 금호아파트4동103호 032-426-1591 010-2739-1591
권영걸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9-9번지 92블럭10 LOT 032-818-3013 011-9104-0942
권상근 인천 계양구 효성2동 뉴서울 아파트 302-1902 032-55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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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4-9 거암B/D4층 관리실 011-347-3211
권이성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권영갑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94 010-8849-7047 031-207-4441
권두안 경기 양주시 덕정동 149-1 덕정종합상가2층

011-354-1154

권태환 경기 양주시 회천읍 회암2리597 031-866-3673
권성갑 전남 순천시 조곡동 71-87 금호APT 1동 106호 061-741-2352
권준표 전남 순천시 저전동 236-17 061-743-5151 011-601-6336
권동준 전북 김제시 신풍동 342-1 063-547-2101 016-737-2101
권두삼 전북 김제시 신풍동 365번지 성산그린빌라1002호 063-544-3915
권재옥 전북 부안군 행안면 월암리 063-584-5665
권혁만*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57-1

동래

대우

아파트

103-1204 051-503-0468

011-597-0071
권세만 부산 금정구 남산동 981-3 샘하이츠빌라402호 051-582-1525 018-582-1525
권형달 부산 금정구 부곡3동 경남한신아파트110동2402호
권응규 부산 수영구 남천1동 47-1 화목아파트 1동 903호 0
권오숭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53-1번지

세동한신아파트101동104호

051-807-3260

011-9343-3260
권오익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493 055-354-9380
권경욱 경남 마산시 봉암동 660-15번지 근로자아파트A동502호 055- 016-591-9173
권오엽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055-271-0870
권택인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65-4(동대마을) 055-247-7849 016-859-7849
권기범 대구 동구 신암3동 241-3 011-502-3516
권석겸 대구 북구 산격2동 1666번지 전기조명관107호 053-356-7868 011-508-7868
권병열 대구 남구 대명1동 629-61번지 정우맨션 5-801호 053-622-5013 017-241-7755
권오겸 대구 남구 대명6동 1074-4 053-358-5892 011-829-5892
권대길 경북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904-48호 054-481-5828 011-827-5828
권만집 경북 상주시 신봉동 동아APT 2-1107 0
권기율 경북 문경시 문경읍 당포2리 054-572-2829
권중섭 경북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308 054-571-3066
권혁수 경북 영주시 영주2동 강변아파트2동607호 054-632-7765
권순열 경북 영주시 휴천2동 513-126번지 0
권영대 경북 영주시 휴천2동 642-632 0572-635-9811
권종봉 경북 영주시 휴천3동 397번지 054-2-3325
권오창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2리 054-636-2808
권오성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3리
권오걸 경북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권오원 경북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권오창 경북 영주시 영주2동 436번지 054-631-1804
권정익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권규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054-673-4285 011-9571-4285
권택문 경북 예천시 예천읍 상리 368 054-654-3604
권성호 경북 예천시 용궁면 향석리140 054-65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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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훈 경북 예천시 용문면 제곡리
권창룡 경북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197번지 054-655-1717 011-688-1717
권영하 경북 예천시 호명면 내신리

지후 054-655-6490

권순욱 경북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 054-652-7343
권승환 경북 안동시 용상동 주공 본가타운 605-1303 054-822-7644 011-535-7535
권상철 경북 안동시 용상동 1464-4 054-821-7088
권혁철 경북 안동시 용상동 1588-40 29/2 명성학원3층 054-821-7234 011-816-7234
권태갑 경북 안동시 용상동 상일맨션210호
권대인 경북 안동시 율세동 415-4번지 054-857-9288
권종락 경북 안동시 신안동 36-6 054-858-0038
권덕연 경북 안동시 신안동 272-2 금탑맨션 101-901 054-858-3895
권기원 경북 안동시 남문동 189-62번지 054-854-1015
권헌정 경북 안동시 남문동 180-1번지 대송상호저축은행 054-841-1704 011-509-1895
권희택 경북 안동시 법상동 207번지
권순협 경북 안동시 당북동 30-9번지 054-857-2455 011-9024-1971
권용주 경북 안동시 옥야동 373-6 경동택배 054-855-3083-4
권호순 경북 안동시 금곡동 123-12번지 054-855-4121
권우연 경북 안동시 금곡동 태성아파트102동1208호 054-857-7743 011-522-7743
권오삼 경북 안동시 안기동 초원빌라C동301호
권중수 경북 안동시 평화동 71-78번지 054-852-5052
권오규 경북 안동시 태화동 694-63 054-852-2002
권영준 경북 안동시 태화동 877 삼성아파트 301-903호 054-852-8383
권인탑 경북 안동시 옥동 983-4 (3층) 054-852-0470 011-538-3859
권선배 경북 안동시 안막동 현대 아파트 102동1106호 054-858-0294 017-533-0294
권기영 경북 안동시 상아동 520번지 이정 054-852-2478 011-9585-2478
권오극 경북 안동시 송현동 제1주공아파트7동205호 054-852-4991 011-9041-4993
권정창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054-822-7644 011-535-7535
권오춘 경북 안동시 풍천면 459번지 054-853-2009
권태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105 054-853-4367
권두갑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472 054권중우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2리 054-822-2226
권태원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977 054-841-6046
권순택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054-841-2718 016-824-2718
권영근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291 054-859-5530
권영팔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2리784번지 054-859-5213
권기도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779번지 054-859-5844
권오수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054-57-2238
권기룡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1리 054-859-2016
권오득 경북 안동시 예안면 가사1리 054-822-1717
권병섭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1리 054-873-9707 011-563-2885
권오순 경북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 054-682-5418 010-7312-1104
권달선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348-7번지 054-733-9891 011-985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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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호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1리 0576-833-4158
권병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054-833-3854
권대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삼창2리285-1 054-336-5827 016-9502-8549
권혁광 경북 경주시 노서동 124-7번지 054-743-1688 011-9523-1689
권상진 경북 경주시 율동 1818번지 054-745-0885 018-512-1885
권오판* 경북 경주시 시래동 1106-1 전원빌라D동205호 054-777-0085 011-864-8080
권택수 경북 경주시 서면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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