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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년 (사)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개최 안내

1.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2021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학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 중 하나인 “정관의 개정” 안건에는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회의 결과 위 안건이 찬성으로 의결되면 그 내용을 기재한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본 학회의 등기부의 해당 부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임시총회에 참석하실 분은 우리 학회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증 요건 결여로 의결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아래와 같이 인증 및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 회의명 : 2021년 (사)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 일  자 : 2021. 10. 21(목) 09:00-10:00

• 장  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1층 컨퍼런스홀

• 안  건 : 정관의 개정

※ 정관 개정 관련 요청 사항

  - 제출 서류 :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한 별첨의 공증위임장 1부

개인인감증명서(발급일 9월 1일 이후) 1부

  - 제출 기한 및 방법 : ~2021. 10. 21(목),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 주소 :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관 702호 

(사)한국원예학회(T. 063-226-6885)

붙임. 공증위임장 1부. 끝.

http://www.horticulture.or.kr


공증위임장

수 임 인
성명 법무사 전종필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301호

위의 사람을본인의 대리인으로정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 백제 법률사무소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원본 환부 신청

및 일체의 행위 포함).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함.

다 음

사단법인 한국원예학회의 회원(사원) 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일체의 행위.

위와 같이 위임함이 상위 없음.

2021년 월 일

위 임 인

성명 (인감도장)

주소

※개인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 및 주소가 일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