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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退溪先生全書遺集卷之一 外篇
<권갑현權甲鉉 역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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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동권씨 15개 파종회 회장단회장님, 전국60여개 지역종친협의회 회장님, 전국32개 전국청장

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년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각지의 100만 족친님 2019 己亥年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30년을 이어온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가 1천년 1만년을 지나 멀리 멀리 영원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4반세기를 넘어 이어온 제30회 안동권씨

개최지 혼자가 아닌 전국 각지의 100만 족친이 함께 함으로 그 맥과 전통이 1천 1만년을 지나 멀리 멀리 영

체육대회의 대회장으로 역사와 맥을 이을 수 있었음은 개인의 영광이기 보다는 지난1988년 100만권문의 본

원히 이어지길 100만 족친과 함께 간절히 소원 합니다.

향에서 초대 대회장이신 권영상 회장(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안동청장년회의 숭조애족 정신으로 제1회 안

끝으로 100만 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권씨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후 각 지역에서 앞다퉈 개최를 희망하였기에 4반세기를 지나 30년의 역사와

권순근

강릉청장년회

권이원

대전청장년회

권성범

시흥청장년회

권오준

예천청장년회

권영봉

창원청장년회

권성범

경주청장년회

권오룡

문경청장년회

권혁채

안강청장년회

권명달

울산청장친회

권오갑

청송청장년회

권석주

광주청장년회

권정원

봉화청장년회

권대능

안동청장년회

권창구

원주청장년회

권광택

청주청장년회

권태훈

구미청장년회

권갑수

부산청장년회

권태순

안양청장년회

권영복

의성청장년회

권영욱

합천청장년회

권오준

능곡회(안동)

권섬현

산청청장년회

권종철

영덕청장년회

권병택

음성청장년회

권영철

일본청장년회

권공식

담양청장년회

권만집

상주청장년회

권진철

영주청장년회

권기화

제천청장년회

권태은

대구청장년회

권승호

서울청장년회

권오준

영천청장년회

권정욱

진천청청년회

安東權氏 全國靑壯年會長協議會 會長 권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