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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권영우 족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명복을 다시 빌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길 믿으며, 또한 하남시로의 제2캠
퍼스 이전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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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일(복야공파 35세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3. 기업내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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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

安東權氏 馬Ş昌Ş鎭海 宗親會 70周年 記念

祝

존경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마산Ş창원Ş진해 종친회는 1948년 총회를 개최한 이래 아래와 같이 족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宗親會

權門發展會

靑壯年會

고

회

장 권오수

고

문 권중수, 권순일

부 회 장 권재천

회

장 권영봉

종친회장 권태형

감

사 권오운

부 회 장 권규석

부 회 장 권오수

사무국장 권택생

사무국장 권재도

1975.10.20. 청Ş장년회 권재경 외 21명 총회 개최

감

회

재무국장 권순표

1984.3.20.

화요회 권재일, 권태형 외 27명 총회 개최

총무국장 권재천

2011.4.23.

권문발전회 권오수 외 16명 총회 개최

ᝡ

연혁

1948.9.20.

고 권태욱 외 16명 총회 개최

1968.5.20.

부녀회 권수연 외 30명 총회 개최

▶
▶
▶
▶
▶

문 권재호, 권도현,
권정현, 권영훈

사 권오웅, 권정렬

재무국장 권금현
종친회장

권태형

7

원 권일수, 권혁문, 권영삼,
권오석, 권윤상, 권재부,
권오경

직전회장 권성진
회

직전회장 권영건
위

원 권진구, 권오천, 권경업

100만 족친은 마산Ş창원Ş진해 종친회 여러분들의 화목과 만사 여의(如意)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원 권태호, 권영민, 권의택,
권춘근, 권택현, 권오영,
권중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