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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5호

권오준 포스코 회장(왼쪽부터), 권오갑 현대重지주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권영수 LG
유플러스 부회장.
權五會

권오회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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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성 행정고시 합격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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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하트 손 조형물 앞에서 원연친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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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사는 묘역관리 및 화장 후 유골 보존에 세계 발명 특허 장치에 의한 사리화(봉안옥)로 생성시켜 영구 정결 보존하도록
납골당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성공 현재 전국 4,000여기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표준 봉안함

기독교 성서형 봉안함

불교형 봉안함

◈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의 안내
♣고인을 깨끗이 봉안할 수 있어 사자의 품위와 평안을 유지하고 유족에겐 안심을 통한 또 다른 기쁨을 드립니다.
♣유골이 구슬(사리) 모양으로 생성되어 거부감과 변질이 없습니다.
♣영옥(靈玉)은 종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돌보지 않는 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족에게 효(孝)사상을 고취시킵니다.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 견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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