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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的인 顧問團 會議 開催
권영해(전 국방부장관), 권재진(전 법무부장관), 권복경(전 치안본부장) 고문 등 권영길, 권경석(전 국회의원) 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등 참석

권웅렬 고문, 陵洞獎學基金
2억 상당 오피스텔 기증
고문단의 식사비로 즉석에서 3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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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성금Ş회비납부에 감사드리며 대종회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고문단 회의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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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권계동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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㽣⬜៳
권웅열(고문)
3,000,000원
권복경(고문)
1,000,000원
권오흥(고문)
1,000,000원
권희량(연천 종친회장) 100,000원
❫䀣㆐
권용일(전 부총재)
권정섭(산악 회장)
권태망(전 국회의원)
권영훈(전 부총재)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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ㅟ⪗
권혁정(대구)
권갑수(부산)
권태환(양주)
권태훈(안산)
권두현(수원)

㉰┟ワセ
권오진(안동) 200,000원
권병선(서울) 200,000원
총계
11,000,000원

임원선임
⪬ㅯワセ
권길상(전 운영위원), 권영상(전 운영위원)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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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㡇䀣㆐ 권공식(담양)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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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기(전 육군대장)
권박원(전 대전 종친회장)
권영옥(전 농협조합장)
권석호(전 합천읍장)
ㅟ⪗
권성용(부산) 권영조(안동) 권영목(안동) 권영호(대구)
권영덕(안동) 권구율(합천) 권태성(합천)
㉰┟ワセ
권영식(밀양)

권해옥 회장 청장년협의회 격려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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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일(대구) 이사 ᝨ 권성일(성주)

법무법인 우성 권오덕 변호사
ᳫ㷳⚫㿏⪗ 권 오 덕 변호사, 양 동 석 변호사
이 상 수 변호사, 문 상 호 변호사
』ᵀ⚫㿏⪗⽨∐
서울고검검사, 춘천지검부장검사, 대전고검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사장 직무대행 등
⬇ィ⬇㛳⛣⪗┟⭷ 
장경상 변호사, 차재일 변호사, 이인재 변호사, 박상현 변호사, 최원락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정상희 변호사, 송권일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김도하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ィ❬❫❯⪗┟⭷  신종한 변호사, 안준영 변호사
㞔❬᷄❯⪗┟⭷  박정훈 변호사, 이종근 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10층(서초동, 3000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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