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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만대에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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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녀회 추향제 참제

좌윤공파 추향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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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야공파 숭정공 평리공 문탄공 추향제 봉행

2세 낭중공 추향제

영주시 종친회

서울청장년회

시조 태사공 초헌관 권승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아들 권성동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권해옥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권영창 전영주시
장(다섯 번째), 권오을 전의원(여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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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정하는 모습

시조 태사공 묘소에 오르기 직전 도열해 있는 참제
분정을 마치고 초헌관 등 참제원들에게 공개

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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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지역종친회장단 협의회 명단
회

장

권동술(합천)

고

문

권길상(부산)

장

권혁길(강릉), 권영호(부산), 권순호(대구), 권주연(안동), 권박원(대전), 권충화(광주), 권오영(울산), 권병국(상주)

감

사

권승구(마포), 권육만(예산)

총

무

권석호(합천)

부
회

장

권동술(합천)
권경관 금산회장
권경호 영양회장
권공식 담양회장
권기택 청주회장
권병국 상주회장
권병기 의령회장
권병택 음성회장

권병후 수원회장
권봉섭 단양회장
권봉정 포항회장
권상용 서남권회장
권성덕 영덕회장
권성업 증평회장
권순종 통영회장

회

권순호 대구회장
권영국 옥천회장
권영근 밀양회장
권영덕 영천회장
권영모 청송회장
권영목 중랑회장
권영백 창녕회장

권영복 김포회장
권영복 산청회장
권영복 괴산회장
권영상 여주회장
권영석 예천회장
권영순 용인회장
권영중 보은회장

권영창 영주회장
권영하 영등포회장
권영학 분당회장
권영호 의성회장
권영화 구미회장
권오길 경주회장
권오섭 진천회장

권오열 강릉회장
권오영 울산회장
권오영 봉화회장
권오택 제주회장
권오협 충주회장
권오흥 경산회장
권용근 전주완주회장

권용기 대전회장
권재원 정읍회장
권정걸 안양회장
권종열 진주회장
권주석 서천회장
권주연 안동회장
권준원 연무회장

권준표 순천회장
권중택 예산회장
권진수 인천회장
권창구 원주회장
권천문 중구회장
권태갑 문경회장
권태복 금천구회장

권태연 제천회장
권태형 마창회장
권태호 충북도협의회장
권혁진 부천회장
권희량 연천회장
권희성 온양아산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