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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형 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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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 견본 사진

기독교 성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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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13전국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2. 대구북구(갑)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당 대변인도 하시고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해 오셨는
데 지역구를 분당(을)로 바꾸셨더라구요. 갑자기 분
당(을)로 옮기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
는지요.

3.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 집으로 출가하여 평생
을 살아가는데 의원님에게 있어서 안동권씨는 어떤 
의미입니까.

4.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013년과 2014년 
두 번이나 수상하셨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공
계 출신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희소성의 가치가 무척 
높았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요.

5. 의원님께서 그 간 수상한 수상내역을 보니까 지
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의류
산업협회, 대구시 교육감, 국제품질테스팅컨퍼런스 
SW발전대상,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국회 과학
기술 우수의정상, 제60회 정보통신의 날 정보통신 
대상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정활동과는 무슨 관
계가 있는지요.

6.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KT상무, KT네트웍스 전
무이사, KT하이텔 상무이사 등 IT전문기업의 임원
도 역임하시면서 기업경영도 하시는 등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시는데 앞으로 분당
(을) 지역구를 기반으로 다음 의정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7. IT분야 전문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증
은 박사학위와 거의 동일한데 그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하셨던데요. 인터넷 상에서 댓글 등으로 건전한 
온라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들이 분분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8. 일부에서는 현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서
비스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보
안성의 측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9.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입니다. 각 산업에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ICT)이 접목되고 융합되는 시대라서 AI가 사람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
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요.

10. 의원님은 세월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와 좌우명을 소개해 주시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11. 마지막으로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
립니다.

 뿌린대로 거두고, 아는만큼 보인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자
권은희 전국회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분당(을) 지역위원장(19대 국회의원)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