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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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록(전 서울은평구청장)

권혁신(김포)   권영두(서울)

권이승(카톨릭관동대학 교수)

권용호(포항) 200,000원
권태웅(서울) 200,000원
권오창(영주) 200,000원

권송웅(대전)  300,000원

권오록(고문, 전 은평구청장) 5,000,000원
권해조(종보편집위원, 전 준장) 100,000원
권영현(제15사단장, 육군소장) 200,000원
권오정(평창공 학림공 공적비-헌성금) 5,000,000원

총 : 11,200,000원

7月 정정보도

권인탑(안동) 200,000원  정조공파(안동) 200,000원

권오상(전 국민은행 차장, 평화은행 부장 지점장)
 2019. 8. 1.자

먼저 시조 묘소 및 묘소 주변의 재정

비이다. 

두 번째 시조 태사공 묘소 진입

로 또한 재정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현재 추진 중

인 평창공과 학림공의 공적비는 향후 문화

재가 될 수 있도록 글자나 문양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건립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난 5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족친들의 만장

일치 동의와 지지를 얻은 3세에서 9세 선조

들의 단소 마련 및 비석 건립 문제이다. 다

섯 번째는 3세에서 9세 선조들의 단소 및 비

석 건립은 낭중공 단소 주변에 마련하는 안

(案)이 가장 유력시 거론되고 있으므로 낭

중공 단소를 포함하여 성역화 사업을 추진

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

다.(관련기사 8면)

권웅렬 고문, 능동 성역화 추진사업비 1억 기탁
평창공, 학림공 공적비 건립 및 3세~9세 설단 추진비용 등

안동권씨대종회

제427주년 이치대첩 기념제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권오정(추밀공파 35세) 학림공 후손은 대종회 주관으로 학림공 

공적비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후손된 입장에서 대종회 집행부

와 100만 족친들에게 그 고마움을 전하고 학림공 후손들의 마음

을 모아 대종회에 헌성금 500만원을 기증했다.

권오록(權五鹿) 전 서울은평구청장 고문 추대

안동권씨 추밀공파 35세로서 1934년생이며 

공직생활 중에도 대종회 종무위원, 편집위

원 등을 두루 역임하였고, 대동세무고에 2

억원을 기증하여 권오록 장학금 을 마련

하고 후학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단체 등에 10억을 기부하

여 안동권문의 위상을 대내외에 제고시킨 

공이 큰 족친이시다.

권오정 학림공 후손 헌성금 500만원 기증

권해옥 회장 등 권중돈 대종회 초대회장 묘소 참배

임진왜란 최초 육전(陸戰) 승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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