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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임금의 측근도 어쩔 수 없었던 올곧은 선비 권엄
권엄은 1773년 과거를 빈번히
실시하지 말 것을 상소했다가 추
자도(楸子島)에 유배된 적이 있
다. 1801년에는 이가환 이승훈 정
약용 등을 천주교 관련자로 몰아
극형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산은
자기를 죽이라고 주장했던 권엄
에 대해서도 올바른 목민관의 사
례로 목민심서에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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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도 주민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은패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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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권행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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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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