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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權   世   穆
경북 의성군 읍 문소3길101
의성사무실(054-832-1138~9)
경북안동시 대안로 103-1 2층(맘스맘)
안동사무실(054-855-5566, 854-1515~6
휴대폰 : 010-3505-1138

문소관광 주식회사
㈜퀀텀(캘비)바이오 안동 의성점 

태형농장

100만 族親을 이끌어 갈 人物들
권해옥 회장 및 임원 명단

권계동(총재 대행) 권노갑(전 국회의원) 권병석(문화원장)
권복경(전 치안본부장) 권영달(전 부총재) 권영복(기업 회장)
권영선(전 부총재) 권영한(전 부총재) 권영해(전 안기부장)
권오선(전 고문) 권오수(전 부총재) 권오흥(국가무형문화재)
권웅열(기업 회장) 권재진(전 법무부장관) 권종준(전 감사)
권중도(고문) 권중동(전 노동부장관) 권찬혁(고문)
권태강(검교공 회장) 권희필(전 제천시장) 권홍섭(전 원임)

권영익(수석 부회장) 권영성(상임 부회장) 권순협(상임 부회장)
권순택(상임 부회장) 권광택(위원) 권기덕(위원)
권동술(위원) 권순호(위원) 권영창(위원)
권영하(위원) 권영호(위원) 권오덕(위원)
권오신(위원) 권오영(위원) 권장은(위원)
권충화(위원) 권태복(위원) 권태형(위원)
권택원(위원) 권혁창(위원)

권영익(수석부회장) 권영성(상임부회장) 권순협(상임부회장)
권순택(상임 부회장) 권성동(현 국회의원) 권석창(현 국회의원)
권칠승(현 국회의원) 권은희(현 국회의원) 권영진(대구 시장)
권선택(대전 시장) 권영세(안동 시장) 권오준(포스코회장)
권오현(삼성 부회장) 권오갑(현대중공업 대표) 권영수(LG U+회장)
권오을(전 국회의원) 권경석(전 국회의원) 권영길(전 국회의원)
권태망(전 국회의원) 권은희(전 국회의원) 권경식(가스텍 회장)
권경웅(전 부총재) 권경환(정영개발 대표) 권기갑(전 종무위원)
권기덕(파종협의 회장) 권기욱(우평 회장) 권기영(감리교 장로)
권기창(안동大 교수) 권기홍(군기감 회장) 권길상(전 부총재)
권동술(협의 회장) 권무탁(전 부총재) 권병도(호장공 회장)
권부성(세계무술총재) 권세도(전 경찰서장) 권세목(전 도의원)
권순팔(전 안양회장) 권순호(대구 회장) 권승구(마포 회장)
권승환(전 부총재) 권영건(현대정미소사장) 권영덕(송도랜드회장)
권영렬(화천기공회장) 권영문(통영지원장) 권영상(변호사)
권영석(전 부총재) 권영창(전 영주시장) 권영하(영등포 회장)
권영호(부산 회장) 권영훈(전 감사) 권영훈(전부총재)
권오갑(전과기부차관) 권오서(전부총재) 권오섭(대구라이온스총재) 
권오성(전 부총재) 권오신((사)로타리코리아 이사장) 권오영(울산회장)
권오영(전 부총재) 권오윤(별장공서울회장) 권오일(기로 회장)
권오형(전 부총재) 권옥술(회사 대표) 권용기(자오무역회장)
권용일(전 부총재) 권욱상(우성스텔회장) 권장은(안동상공인회장)
권재홍(MBC+전부사장)권정섭(산악 회장) 권정일(골프연습장 대표) 
권정택(전 기로회장) 권충화(광주 회장) 권태복(금천구 회장)
권태석(호텔 회장) 권태인(회장) 권태철(KTC테크놀로지사장)
권태혁(세일C.C회장) 권태형(마창 회장) 권태호(변호사)
권택원(전국회의장보좌관) 권혁기(전 부총재) 권혁춘(전 부총재)
권혁홍(전 부총재) 권호규(전 종무위원) 권호량(전 대의원)
권홍사(반도건설 회장) 권혁운(아이에스동서회장) 권혁찬(회장)

권광택(전 도의원) 권승호(서울 청,장년회장)
권대능(안동 청,장년 회장) 권영식(전국 청,장년회장)
권영수(대구 청,장년회장) 권승일(일본 종친회장)
권영철(일본관서종친회장) 권중만(일본관동종친회장)

권오덕(법무법인 우성대표) 권혁창(세무법인 화인대표)

권경석(추밀공회장) 권기덕(복야공회장) 권기홍(군기감공회장)
권도혁(동정공회장) 권병도(호장공회장) 권순협(별장공회장)
권오정(부호장공회장) 권오창(종파회장) 권용주(부정공회장)
권욱형(급사중공회장) 권인탑(정조공회장) 권택원(좌윤공회장)
권중덕(시중공회장) 권태강(검교공회장) 권혁재(중윤공회장)

권동술(지역종친협의회장)권경관(금산종친회장)권기택(청주,청원종친회장)
권석호(합천종친회장) 권병국(상주종친회장) 권병기(의령종친회장)
권병윤(영덕종친회장) 권병후(수원종친회장) 권태연(제천종친회장)
권봉정(포항종친회장) 권상용(서남권종친회장) 권순성(원주종친회장)
권순종(통영종친회장) 권순호(대구종친회장) 권승구(마포 종친회장)
권영덕(영천종친회장) 권영모(청송종친회장) 권영백(창녕종친회장)
권영복(김포종친회장) 권영상(여주종친회장) 권영순(용인종친회장)
권영창(영주종친회장) 권태갑(문경종친회장) 권영하(영등포종친회장)
권영근(밀양종친회장) 권영호(부산종친회장) 권영호(의성종친회장)
권영호(부산종친회장) 권영화(구미종친회장) 권오길(경주종친회장)
권오섭(진천종친회장) 권오영(봉화종친회장) 권오영(울산종친회장)
권오택(제주종친회장) 권오흥(경산종친회장) 권용근(전주, 완주종친회장)
권용기(대전종친회장) 권육만(예산종친회장) 권재원(정읍종친회장)
권정걸(안양종친회장) 권종열(진주종친회장) 권주석(서천종친회장)
권주연(안동종친회장) 권준원(연무종친회장) 권준표(순천종친회장)
권진수(인천종친회장) 권충화(광주종친회장) 권태복(금천종친회장)
권태형(마창종친회장) 권택문(예천종친회장) 권오열(강릉종친회장)
권혁진(부천종친회장) 권희성(온양, 아산종친회장)

권갑수(부산) 권경석(서울) 권경호(대구) 권경환(영천) 권공식(전남)
권구현(합천) 권기성(서울) 권기현(고양) 권기호(안동) 권기호(안동) 
권기화(제천) 권도연(서울) 권두현(수원) 권명달(울산) 권병남(횡성) 
권병택(음성) 권보상(의령) 권사현(합천) 권상호(안동) 권석철(문경) 
권석호(합천) 권성갑(진주) 권성규(합천) 권성덕(영덕) 권성범(경주) 
권성일(대구) 권순구(강원) 권순배(안산) 권순식(대구) 권순인(원주) 
권순창(안동) 권시현(광주) 권영갑(수원) 권영건(역천) 권영걸(안동) 
권영규(서울) 권영덕(예천) 권영도(영천) 권영록(합천) 권영복(의성) 
권영복(서울) 권영봉(김해) 권영석(합천) 권영순(영주) 권영옥(합천) 
권영진(인천) 권영환(음성) 권영훈(안동) 권오갑(청송) 권오갑(안동) 
권오국(영주) 권오극(안동) 권오기(안동) 권오길(경주) 권오섭(영주) 
권오순(영양) 권오열(강릉) 권오주(안동) 권오준(영천) 권오준(서울)

권오준(서울) 권오중(안동) 권용기(대전) 권용낙(대전) 권용대(대전) 
권이원(대전) 권임호(부산) 권재익(서울) 권정수(부산) 권정원(봉화) 
권정택(상주) 권중수(영주) 권창구(원주) 권천문(서울) 권태근(수원) 
권태순(안양) 권태연(제천) 권태왕(서울) 권태훈(안양) 권택문(예천) 
권해호(부산) 권혁구(서울) 권혁만(부산) 권혁열(음성) 권혁정(대구) 
권혁조(안동) 권혁중(서울) 권혁채(포항) 권혁채(서울) 권혁채(평택) 
권혁철(음성) 권혁풍(청주) 권혁필(서울) 권혁환(울산) 권호규(안동) 
권홍근(합천) 권홍태(서울) 권효준(영덕) 권희철(안양) 권춘규(수원) 
권희태(안양) 권흥식(의성) 권범준(서울) 

권갑현(복야) 권경석(추밀) 권경섭(복야)
권경탁(복야) 권정환(검교) 권광훈(복야)
권기덕(복야) 권기룡(정조) 권기모(군기감)
권기백(좌윤) 권기호(정조) 권기홍(군기감)
권대승(복야) 권대인(복야) 권도혁(동정)
권동원(추밀) 권박원(추밀) 권병선(추밀)
권봉환(복야) 권석원(추밀) 권성일(검교)
권순걸(종파) 권순관(급사중) 권순욱(종파)
권순채(군기감) 권순팔(추밀) 권순협(별장)
권양호(복야) 권영갑(추밀) 권영동(동정)
권영락(군기감) 권영빈(추밀) 권영위(복야)
권영직(복야) 권영해(검교) 권영화(복야)
권영환(추밀) 권오돈(추밀) 권오명(부호장)
권오열(추밀) 권오정(부호장) 권오진(동정)
권오창(종파) 권오철(좌윤) 권오탁(정조)
권오현(추밀) 권용주(부정) 권용호(좌윤)
권욱형(급사중) 권윤성(중윤) 권인탑(정조)
권장승(급사중) 권종덕(시중) 권종선(시중)
권중덕(호장) 권중덕(시중) 권중원(복야)
권창호(급사중) 권태강(검교) 권태석(동정)
권태연(검교) 권태웅(검교) 권학주(추밀)
권헌종(부호장) 권혁도(좌윤) 권혁록(부호장)
권혁재(중윤) 권혁정(좌윤) 권혁채(추밀)
권혁태(복야) 권도현(복야) 

권오신((사)로타리코리아이사장) 권중달(중대명예교수) 권기갑(한학자)
권인호(대진대교수) 권영섭(원로만화가협회장) 권혁채(한학자)
권해조(전 장군) 권태정(전중앙일보뉴욕사장) 권오일(전 노동부지방청장)
권오달(한학자)

권오훈(전 능동춘추발행인)

太師廟 , 始祖 및 春秋祭 국가무형문화재 등록 청원 예정

삼태사 權 金 張 三大宗會가 적극 추진하기로

1. 권순택(상임부회장)  1,000,000원
2. 권택원(좌윤공회장)  1,000,000원
3. 권정일(골프연습장 대표)  1,000,000원
4. 권영건(현대정미소 사장)  1,000,000원
5. 권영하(영등포 회장)  1,000,000원
6. 권태복(금천구 회장)  1,000,000원
7. 권영문(통영지원장)  1,000,000원
8. 권승호(서울 청,장년회장)  1,000,000원
9. 권태인(기업 회장)  1,000,000원
10. 권욱상(우성스텔회장)  1,000,000원
11. 권오영(전부총재)  1,000,000원
12. 권동술(지역협의회회장)  1,000,000원
13. 권혁찬(일산부회장)  500,000원

1. 권영주(금천)  300,000원
2. 권영규(서울)  300,000원
3. 권영복(서울)  300,000원
4. 권기성(서울)  300,000원
5. 권택문(예천)  300,000원
6. 권태왕(서울)  300,000원
7. 권흥식(의성)  100,000원
8. 권범준(서울)  300,000원

1. 권태강(검교공파회장)  200,000원
2. 권경탁(추밀 공파)  200,000원
3. 권태웅(검교 공파)  200,000원

회비납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대종회 발전에 귀중하게 사용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