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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永吉,복야공파 36세, 대종회 부회장, (사)평화철도 이사장

애국열사, 독립운동가, 농민운동가, 노동운동가, 교육자, 민족지사

막난(莫難) 권오설(權五卨) 열사 추모제가 88년 만에 열리다!
권오설 선생은 독립지사,농민운동가,노동운동가,사회주의 운동가,교육자인 동시에 민족지사, 항일열사로서 그 짧은 33년의 생애 동안 모두
이루고 장렬한 삶을 마친 분이다. 그러나 그 평가는 시대 상황의 곡절로 왜곡되다가 이제야 그 고향 들녘에서, 또 순국한 서대문 형무소 현장에서
무려 88년간이란 세월을 넘어 성대하게 열린 추모 행사는 감격 그 자체인 것이다.

88년만에 막난의 고향 가일마을에 붙은 추모제 현수막

그 감동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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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嗣子)권대용 선생의 인사말

가일마을 기념비와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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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들판에 모인 200여 명의 참배객들

본 행사에 도움을 주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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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권 혁 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동부지점>

<강원지점>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33-375-7768

Tel) 02-2640-6565

Tel) 02-3435-6565

근무세무사: 김인섭

Fax) 02-2640-6569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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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옥자(權玉子, 복야공파 35세) 대한민국경찰유가족회 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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