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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정신을 계승하는 참된 인재 양성

學校法人 大榮敎育財團 理事長  權武倬  대표 (054) 630-7803

대 영 고 등 학 교  
대 영 중 학 교

대종회 경영개선 위해 사무총장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제 1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집약

안동권씨 제주자치도 지역종친회 창립준비위원장 권오한 목사

권영옥(전 합천농협조합장) : 1,000,000원
권오실(전 합천교육장) : 500,000원

권용호(포항) : 200,000원
합계 : 2,700,000원

 임원 선임

권태인(사업가), 권영목(전 고문)

권오을, 권경석, 권영길, 권태망 (전 국회의원)
권인탑(정조공파종회장)

권병근(전 합천축협조합장)
권오한(제주 연동순복음교회 목사)
권오실(전 합천교육장)

 회비 납부

*권재혁(고문) : 1,0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명예직 사무총장을 모십니다.
 계약직 : 업무부장(종보관리 및 광고 업무)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대종회 경영개선을 위해 유급
제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명예직으로 제도를 개선하
여 상기 두 분은 약간의 거마비를 지급하되 정치력이 있
는 지자체 장 또는 지자체 의원 출신이나 공직자 출신인 
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특히 권문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향후 
정치적인 뜻을 가진 훌륭한 인물을 찾고 있으니 많은 참
여를 바랍니다.

이력서 1통(사진 첨부)
전화번호 : 02-2695~2483-4

                                                      FAX : 02-2695~2485
andongkwonmun@hanmail.net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편집부장 권행완 편집국장 승진

  총무부장 권영규 사무총장 직무대행(사무총장 선임 시 까지)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

社告

안동권씨 대종회장 

안동권씨 제주자치도 지역종친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2018. 7. 31.(화) 오후 5시
하워드 존슨 제주호텔 연동 3층 다온홀

제주시 삼무로 57번 ☎ 064-747-6682

권오한 010-7171-1747   / 권영구 010-5607-9979 

발기인 공동대표

권오한목사 
창립준비위원장
중앙종친회부회장
연동복음교회목사

권인탑 회장
오대종합상사

권영구 목사 
겨자씨선교회이사

권영희교수 
국제대학교겸임교수

권영복
(주) 내쇼날건업 회장

권희정
전중앙종친회부회장
㈜학송농산대표

권창희 교수
(사)한국스마트시티학회회장

족친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동권씨여 함께 멀리 가자       
권 상 호  문학박사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