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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친회 사무실 개소

권영건 파종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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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正 人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북 안동고(31회), 한양대 법과대학(84학번) 졸업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0년)

-부산대 법과대학 대학원(04학번) 수료

-부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2년)

-미국와싱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과정(1년) 수료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법시험 34회, 사법연수원 24기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년)

-부산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가정지원,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09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지원장

변호사

권 영 문(대종회 부회장, 동정공파 34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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