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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대종원
총재 권해옥 드림

대종원 총재단 발전기금으로 16,000,000원 기탁!

당선자 권해옥(82세, 복야공파 36世 서울)
Ş건국대 법과대학, 고려대 경영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Ş경남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주요 경력
Ş문화방송(MBC) 상임감사
Ş제13, 14대 국회의원, 대한주택공사 사장
Ş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
Ş자유총연맹 상임고문
Ş대한민국 헌정회 상임부회장 역임

지난 5월25일 정기총회에서 대종원 총재

총재 권해옥 일천만원

로 선출된 권해옥 총재(10,000,000원) 권영
익, 권영성, 권순협 부총재 각 2,000,000원 계

상임부총재

권영익 이백만원

16,000,000원을 기탁하여 대종원 발전에 크

상임부총재

권영성 이백만원

게 기여하는 제일보를 힘차게 내딛었다. 이

상임부총재

권순협 이백만원

에 100만 족친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임원여러분의
성금(회비)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안동권씨 대종원
정기총회 찬조금

종무위원 회비

대의원

권오현(음성) 이십만원

권혁조(안동) 일십만원

기로회

일십만원

권윤성(안동) 이십만원

권기순(대구) 일십만원

제천종친회

일십만원

권성일(대구) 이십만원

권혁중(서울) 일십만원

권순팔 종무위원

이십만원

권영화(안동) 이십만원

권영건(예천) 일십만원

창화공중회 권병선

일십만원

권혁재(서울) 이십만원

권혁용(서울) 일십만원

석주공중회

일십만원

권도현(서울) 이십만원

권오선(원주) 일십만원

추밀공파 정간공중회

삼십만원

권보근(김포) 이십만원

청주종친회

일십만원

권중원(부산) 이십만원

권오형 부총재

이십만원

권학주(서울) 이십만원

권혁중(글로벌뉴스통신)

오만원

계 240만원

안동권씨 대종원 사무처

검교공파 서울종친회 권태욱 일십만원
계 135만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