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 198 광고문의 403-804-0961  l  1995@thistime.ca  l  www.thistime.ca 부르심있는 새생명교회This Time Weekly © 2020 Thursday, June 25, 2020ISSN 1203-8342

403.926.4555403.926.4555

wondesign@hotmail.com

COVID-19
대책 회의 개최

미국에 있던 한국전 전사 국군 유해 147

구를 고국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인

계식이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거행됐다.

국방부와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

종자 확인국(DPAA)은 이날 오후 4시(한

국시간 24일 오전 5시) 하와이 진주만-히

캄 합동기지(JBPHH)에서 유해 147구를 

한국으로 봉환하기 위한 유해 인수식을 

가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

타하면서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

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캐나다

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

타리오, 알버타주등이 일부 셧다운

(shutdown)을 실시했거나 실시 중

이며 이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

는 올해 캐나다 경기가 GDP 기준 

6.2% 정도 침체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캐나다 경기는 어떻게 될

까? 이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보수적

인 전망이 같이 나와 화제다

▶ “2021년 6.7% 경제성장 이룰 

것” = 캐나다의 비영리 싱크탱크

인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코

로나-19 사태가 해결돼 셧다운을 다

시 하지만 않는다면 캐나다 경제는 

2021년 6.7%, 2022년에는 4.8% 정

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실업률 

쪽이다. 비록 2020년 일자리는 2019

년에 비해 약 110만 자리나 줄어들

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의 실업률

도 2분기가 끝나는 6월 30일 기준 

3.7%에 달하며 최고조에 달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캐나다가 실

업률을 측정하기 시작한 1976년 이

래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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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자동차 정비한인 자동차 정비 차사고! 블랙박스 있음 상황종료! 

최국병 종합 보험
(AB, BC, SK) 서부 캐나다 최다 손님 보유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사고! 블랙박스 있음 상황종료! 

최국병 종합 보험
(AB, BC, SK) 서부 캐나다 최다 손님 보유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캘거리: 403 695 1050
에드먼턴: 780 989 0505
Email: JASON.C@AWININ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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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길' 돌아 
조국 품 안기는 

6·25 전사 국군 유해

모든 경찰차에 
카메라를 부착하려는 

에드먼턴 경찰

팬데믹 후 캐나다 경제 향방은?

A9에서 계속

캘거리, 에드먼턴 
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 현황 확인

thistime.ca 

COVID-19 와 긴급 연방 조치에 대한 

중요 정보 패키지 확인 
5월 19일 업데이트 Ver.  thistime.ca

경품 1

원큐뱅킹 이용하고, 

          푸짐한 경품 기회까지!
기간 | ~ 2020년 8월 31일

원큐뱅킹 이용하면 공기청정기 포함 5가지의 푸짐한 경품 당첨의 기회가*!
가입만 해도~
지문/얼굴인식 로그인만 해도~
해외송금, 계좌이체만 해도~
공과금 납부만 해도~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동안 원큐뱅킹 가입 및 사용한 고객은 거래에 따라 경품 추첨에 자동 응모 완료됩니다.
*일부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큐뱅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offer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1qbank.ca

Gift Card

경품 4경품 2경품 1 경품 5

다이슨
공기청정기

우버이츠 $100
기프트카드

손톱깎기
세트

여행용
접이식 가방

냉/온
찜질팩

경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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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예수님의 행복의 사랑나눔

 Eligibility: Low-income Koreans and people in ethnic communities, 

who do not benefit from the governmental support. 

 How to apply: Please send your name and phone number by email to 

lovejesus8552@gmail.com 

You may refer people in need, not only Koreas but also people in 

ethnic communities, to share the love of Jesus. 

 How to receive: Pick-up location and date will be determined later 

depending on applications. 

 Contact: 403-615-8552 (Text message)

 대상자: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으시는 저소득층 한인 및 다민족

 신청방법: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신청 lovejesus8552@gmail.com
                대상이 되는 이웃분들 추천도 가능합니다.

 전달방법: 추후통보
                  신청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가 결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403-615-8552 (문자 메시지)

Sharing love of Jesus for those who suffer from COVID-19

I, as a Christian, would like to share a bit of Jesus’s love with Koreans and people in ethnic communities, who suffer from COVID-19.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한인분들과 다민족 분들에게 적은 물품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One package includes three bags of Rhee Chun Rice (15LB each) and one box of instant noodle (20 packs). 

100 packages are available on first-come, first-served basis. 

1세트: 이천쌀15LB 3포, 라면 20개 1박스 (선착순 100명) 지원물품
Donation package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자 올림-

1950년 6.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친으

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같은 동포끼리 총

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 세계 63여 개국이 참

전해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눠 싸

운 준 세계대전의 양상도 띄었다.

그중 자유진영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편

에서 싸운 국가는 의료 및 물자지원 국

가까지 포함하면 총 63개국인데, 이 중에

서도 캐나다군의 경우 참전 시기나 파병 

규모, 희생 등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우리의 우방 중 우

방이었다.

한국전이 발발한 지 고작 5일 후인 1950년 

6월 30일, 캐나다는 아사바스칸(Athabaskan), 

카유가(Cayuga), 그리고 수(Sioux) 등 3

척의 구축함을 한국으로 파병했다. 당시

에는 미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쉽게 막고 

UN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들은 주로 해역 감시 및 초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1950년 7월 5일 오산 전투에서 

미군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가 북한군에 

패배한 후, 캐나다에도 전황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UN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고 대한

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이르자 당시 

자유당 소속이었던 루이스 생로렝(Louis 

St. Laurent) 총리는 “UN의 깃발 아래 집

단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레스터 

B. 피어슨(Lester B. Pearson) 당시 외무

부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전에 전

투 병력 파병을 결정한다. 

당시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군 개

편을 통해 사실상 지상군을 축소하는 작

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오산 전투 직

후 다시 지원병을 받기 시작해, 1950년 8

월 7일 캐나다군 특수부대(CASF) 설립

을 발표하고, 단 8일만인 15일 캐나다의 

패트리샤공주 제2경보병대대(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이하 

PPCLI)를 캘거리 인근 웨인라이트 기지

에서 새로 편성한다. 

 새로 편성된 이들은 11월 25일 부산에 상

륙했다. 이후 8주간 산악 숙지 훈련을 거

친 후 1951년 2월부터 이들은 전방에 참

전했다. 6개월 만에 없던 부대를 새로 만

들어 전방에 투입한 셈이다.

미숙할 수도 있는 신규 편성부대였지만 

캐나다군은 한국전의 전황을 바꿔놓게 

된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1951년 1월 다

시 서울을 내준 UN군이 4월 서울을 되찾

자 중공군은 ‘춘계대공세’라는 이름 아래 

서울 재탈환 작전을 시작하는데, 이 중 하

나가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벌

어진 가평전투였다.

다음 주 2부에서 계속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Thistime 특별 기획

 한국전쟁 참전 캐나다 용사들에게 듣는다 - 1부

Airmen in the cockpit of a Canadian transport plane flying to Asia in 1951사진  사진 

출처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Canadian Sherman tanks on the move in Korea in July 1952

사진 출처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올해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캐나다와 한인 사회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Thistime은 이 뜻깊은 해를 맞아 연아 마틴 상원의원실과 함께 캐나

다 내에 아직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한국전 당시 귀중한 기억들과 근황을 알아보고, 더 늦기 전에 이를 기록하는 특별기획 ‘한국전쟁 참전 캐나다 

용사들에게 듣는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먼 이역만리 한국까지 찾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귀한 생명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이분들에 대한 캐나다 한인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한인 2

세, 3세들에게도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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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유학 협회는 지난 6월 18일 

회원사인 김옥란유학원(Lisa Kim원

장), SOS유학센터(남중철 원장), Peak 

Canada유학공사(전아나 원장)가 참

여한 가운데 다운타운에 위치한 Peak 

Canada 회의실에서 COVID-19으로 

인한 유학생들의 현황 파악과 대책을 

논의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부터 지속된 COVID-19 사태

로 유례없는 장기간 수업 중단 및 온라

인 수업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캘거리에 있는 유학생과 그 가족에 대

한 현황 파악과 다가오는 9월 학기를 

대비한 입국 정보 및 개학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캘거리 공립 교

육청과 캘거리 가톨릭 공립교육청 재

학생들의 수업료 환불 문제 그리고 어

학기관들의 온라인 수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협회 차원에서 교

육청 및 어학기관들과 정식 회의를 통

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캘거리 유학 협회 남중철 회장은 유례

없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유학생과 

그 가족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이 어려운 시기

에 정부 프로토콜에 따라 COVID-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가오는 9월 신학기에는 교육기관별

로 다른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

상되며, 현재까지 발표된 계획은 다음

과 같다

1. 캘거리 공립교육청 , 캘거리 가톨릭 

공립교육청 : 주정부 프로토콜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8월 1일 

이전 발표 예정. 

2. SAIT, Bow Valley College, 

University of Calgary, Mount Royal 

College: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

되, 불가피하게 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경우 제한적으로 학교 시설 이용.

3. Language School: 7, 8월에 점차적

으로 개교 예정이나, COVID-19확산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또한 유학생 안전사항 및 격리 규정 역

시 입국 예정인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로 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현재 캐나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

한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경우 학생비

자 소지 또는 3월 18일 이전 비자 승

인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

하고 있음.

-캐나다 밖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

인은 자가격리 계획서 준비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이 기간 

중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10일의 자가 격

리를 시행하여야 함. 외부인과의 접촉

을 일절 금지되므로, 생필품 조달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출국 

전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함.

-자가 격리 기간 중에는 모든 학교, 어

학원 등의 등교가 금지되므로, 충분한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여 입국일을 

결정하도록 하고, 출국 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무리하게 항공기 탑승을 하

지 않고, 출국일을 변경하도록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  

통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유학 산

업은 60만 명의 유학생이 매년 약 26 

billion의 경제적 지출과 170,000개 이

상의 직업 창출을 이루어 내고 있는 큰 

경제적인 원동력으로서, 이중 한국 유

학생은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모범적

인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협회 차

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제공 : 캘거리 유학 협회

캘거리 유학 협회,
COVID-19 대책 회의 개최

모든 아버지들과,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비 아버지들, 행복한 아버지의 날

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보호해주는 우리 삶 속의 멋진 남자들인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과 증조할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

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한국전쟁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사랑하는 참

전 용사들님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6월 25일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3년간의 추

모 캠페인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유산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짐할 것입니다.

캐나다 상원을 대표해 아버지의 날 그리고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앤드류 쉬어 야당 당수의 특별한 메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pg/AndrewScheerMP/posts/?ref=page_internal

축복을 기원하며,

연아마틴 드림

아버지의 날 메시지

Happy Father's Day

캐나다 연방 내에서 알버타의 입장을 

도출하기 위해 작년에 구성되어 활동

해 온 페어 딜 패널(Fair Deal Panel)의 

보고서가 17일(수) 제이슨 케니 주수

상을 통해 공개되었다. 

원유 가격 폭락 이후 어려운 경제 상

황에 처해 있는 알버타 주정부는 캐나

다 연방정부의 비협조적인 자세에 불

만을 표시해왔고 알버타 주민들의 의

견을 듣기 위해 페어 딜 패널을 출범

시켰다. 

에너지 산업을 통해 캐나다 경제에 큰 

역할을 해 왔지만 어려울 때는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서

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패

널의 보고서는 연방 시스템에 대한 불

신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는 평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의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

(Fiscal Stabilization Program)에 있는 

각종 제한 조건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것. 이 제한 조건들 때문에 알버타주는 

24억 불 규모의 균등화 리베이트를 받

지 못하고 있다.

 • 균등화(equalization)를 놓고 알버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 투표의 안건은 

다음과 같이 명료해야 함. “1982년 헌

법안(Constitution Act)에서 균등화 원

칙을 다루는 36조(Section 36)를 삭제

해야 하는 데 동의합니까?”

 • 캐나다 내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른 주와 협력하며 연방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캐나다 내의 자유 무역

을 강화하도록 만들 것.

 • 주 경계를 지나는 통로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캐나다 내에서 항구와 세계 

시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방해받지 

않고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주 및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

 • 연방 하원 의원을 인구수에 비례하

여 할당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도

록 요구할 것. 상원 의원 임명 절차를 

민주화하도록 다른 주와 연방정부와 

함께 작업할 것.

 • 연방정부 공무원에서 서부 캐나다 

출신의 비율을 더 공정한 수준으로 확

실히 확보할 것.

 • 알버타의 경제적 혜택을 위해 이민

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발휘할 것.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포함하여 

환경 보호에 접근하는 방법을 시장에 

기반하도록 다른 주 및 산업계와 협력

할 것.

 • 연방정부가 관련 주(province)의 동

의 없이 주 단독 혹은 주-연방 공동 관

할 영역에서 지출, 세금, 입법, 조약 체

결 등을 하지 못 하도록 주정부와 주정

부 사이의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주와 협력할 것.

 • 알버타 연금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고 캐나다 연방 연금 프로그램에서는 

탈퇴하는 포괄적 계획을 만들 것. 계획

이 준비되면 알버타 주민들에게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

 • 캐나다 지방경찰(RCMP)을 대체할 

알버타 경찰을 창설할 것.

 • 알버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국제조약을 연방정부가 협상하거나 

체결할 때 협상단에 참여할 것.

 • 연방정부의 새로운 비용 분담 프로

그램에서 빠질 것. 단, 알버타가 완전

히 보상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현 단계에서는 알버타의 세금에 아

무런 변화도 주지 말 것. 개인 소득세

에서 주정부 몫을 지정하자는 퀘벡주

의 주장을 지원할 것. 퀘벡주가 성공하

면 그것이 우리하다고 판단될 때 같은 

전략을 추진할 것.

페어 딜 패널 보고서 공개

서양과 동양의 문화는 여러 면에서 차

이가 있다.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을 두

고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

양인이 보기에는 이상하게도 서양인

은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사실 처음에는 나름 논리가 있었다. 과

거의 사례를 들어서 마스크 착용이 실

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마

스크를 쓰고 벗을 때나 얼굴이 불편해

서 마스크를 만지작거릴 때 오히려 병

균이 얼굴에 묻어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번 COVID-19 사

태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나름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어서 의료계에서는 마

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캘거리에서도 일단의 의사들이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Masks4Canada라는 시민단체의 알버

타 지부를 맡고 있는 의사 조 비폰트

(Joe Vipond)도 그중 한 사람이다. “알

버타인의 60~80%가 적당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바

이러스 전파를 확실히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이 있다. 정말로 심

각한 도심 지역 밖으로 나가면 사람

들이 별로 마스크를 쓰고 잇지 않다.” 

비폰트 박사는 전 세계 198개국 중에

서 122개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마

스크 의무 착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알버타 주정부의 입장은 권고만 하고 

강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디나 힌

쇼 알버타 최고 의료 책임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

히 했다. “우리는 최근에야 이를 권고

하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을 판단하기

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알버타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

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

지면서 바이러스 전파를 합심하여 막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그

녀는 주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을 강

요할 생각은 없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말했

다. 하지만 나히드 넨시 캘거리 시장

은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서 주정부에

서 요청을 하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문제는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한 바이러

스의 2차 확산이다. 경제 활동 재개 2

단계가 시작된 후로 감염자의 수가 조

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

는 에드먼턴의 감염자 수가 캘거리보

다 많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눈에 

띄는 집단 감염으로는 두 곳의 장례식

장에서 24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뜨거운 감자, 마스크 의무 착용

요즘 같은 때에 이사하기란 큰 결심이 

필요할 듯싶다. 집을 보러 다니기도 꺼

림칙할 뿐만 아니라 거친 호흡을 내쉬

며 이삿짐을 옮기는 일도 왠지 피하고 

싶어지는 상황이다. 원유 가격 하락으

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이

었던 캘거리 주택 시장은 COVID-19

까지 겹쳐 더 힘든 모습이다.

CMHC(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거리의 

주택 가격은 2.5~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신축 건수는 64%

나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업소 폐쇄가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었다. 특히나 원유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곳은 알버타, 사스카츄완, 

뉴펀들랜드/라브라도어이다.”

캘거리의 주택 가격은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까지는 계속 

어려운 상태일 것으로 CMHC의 시장

전문가는 내다보았다. 해외 이민자와 

국내 이동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것

은 주택 임대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리

라는 전망이다. 특히나 지금도 많은 공

동 주택이 건설 중에 있고, 에어비앤비

와 같은 초단기 임대용으로 사용되던 

가구들이 장기 임대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캘거리 부동산 협회의 시장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불확실성 때

문에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

다. 캘거리에서 기존 주택 매매는 4월

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감소했고 5월은 44% 감소했다. 또한 

매매가격도 3% 정도 하락했다. 이 전

문가는 전문직 고소득층의 고용 상황

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얼

마나 많은 회사들이 지금의 상황을 이

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사람들

이 더 이상 모기지 납부를 연기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엎친 데 덮친 격인 캘거리 주택 시장

사진 출처 : This Time

사진 출처 : This Time

연아마틴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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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지난 5월 3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으며 6월에도 계속해서 규제들이 

느슨해짐에 따라 노동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은 

이미 지나갔을 것이라 예측했다.  

연구보고서는 7월부터 9월 사이 총 130만 개

의 일자리가 더 생겨날 것이며, 이에 따라 실

업률은 10.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 캐나다 경제 회복은 길고도 험난할 것 예상 

= 그에 비해 지난 3일 캐나다 중앙은행장으

로 임명된 티프 맥캠(Tiff Macklem)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캐나다 경제는 장기간에 걸

친 타격을 입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는 길고

도 험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캠 은행장은 이번 3분기에는 사람들이 일

자리로 돌아가고 각 가구들이 평소의 생활로 

돌아감에 따라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 전

망하고 있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빠르고도 급

격한 경제 회복을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 주별, 산업별로 다른 제재 조치 완화와 소

비자 심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이 수요와 공급에 계속해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맥켐 은행장은 강조했다.

 

또한 많은 서비스들이 아직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재개한 경우

에도 예전과 같은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고 말했다.

맥캠 은행장은 현재 0.25% 수준으로 낮춘 이

자율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할 것이며, 이자

율을 추가로 낮추지는 않지만, 채권 구매나 

가계, 사업 대출을 완화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동참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5월 년

간 인플레이션율이 -0.4% 정도였다며 4월

(-0.2%)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인플레이션

율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행 

자제 등으로 인해 가솔린 등의 소비는 감소했

으며 대신 생필품 구매는 늘어난 것으로 분

석됐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

Ward 12의 셰인 키팅(Shane Keating) 시의원

이 내년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

을 22일(월) 공식 발표했다.

교사와 학교장을 지낸 키팅 시의원은 2010년

에 시의원에 처음 당선되었다. 약 11년의 시

의원 재직 중에 그는 Green Line LRT 건설

에 앞장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발표문에

서 키팅 시의원은, Green Line 프로젝트가 승

인됨에 따라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 번의 임기면 “딱 적당하다”라고 말하

면서 가족에게 신경 써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의 부인은 작년에 암 선고를 받

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지자체 정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드러

냈다. 지자체 정치가 “부정적이며 비난 위주

로 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실성이 없다”

라고 그는 지적했다.

키팅 시의원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내년 지자

체 선거에서는 이미 은퇴를 선언한 레이 존스

(Ray Jones) 시의원을 포함하여 두 명의 현직 

시의원이 출마하지 않게 된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다.

나는 6.25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태어나

폐허 된 땅에서 자란 세대다.

소위 요즈음 많이 회자하고 있는 꼰대 세대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발발된 남침 전쟁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아무 대비책도 없었고 군사력 또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했던 국군은

한 달 조금 지난 8월 1일에는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였다.

낙동강 전투가 치열해질 때,

9월 15일 허를 찌르는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개시는

한반도를 지키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만조, 좁은 해로, 등대 등

수십 가지의 변수와 위험이 담겨있는

성공률이 몹시 희박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미군과 국군이 합세하여

승리로 이끌고 결국 서울을 탈환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에는

당시 수집, 보존된 수많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전시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투기가 없어 정찰기에서

손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조형물이었고,

또 하나는 해병대 박정모 소위(당시 계급, 

현역 대령으로 예편)가 직접 서명한 태극기이다.

점령하는 곳마다 미국의 성조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박 소위는

9월 27일 양병수 이등병과 최국방, 정영검 훈련병 

단 4명이 심야에 태극기를 품고

치열한 교전 끝에 중앙청에 돌입 

태극기를 게양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주부터 디스타임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캐나다 용사 특별기획을 연재한다.

지금의 나의 조국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잊지 못할 고마운 용사님들과 함께….

팬데믹 후 캐나다 경제 향방은?

은퇴를 선언한 셰인 키팅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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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화). B.C.주 Field에 있는 Fireweed Hostel이 6월 28일 자로 

영업을 종료함. 이곳은 CP 철도의 땅을 빌려서 영업을 해 왔는데 최

근 CP 철도 측이 임대를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함.

6월 23일(화). 포트 사스카츄완의 Range Road 222와 Township 

Road 544 근방 철로에서 오전 9시 30분경 CP 열차와 승용차가 충

돌하는 사고 발생. 승용차를 몰던 71세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함.

6월 22일(월). 에드먼턴의 funicular가 또다시 수난을 당함. 누군가 

유리창을 박살 내서 운행이 잠정 중단됨.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음.

6월 22일(월). 캘거리 Deer Ridge 지역의 주택가 길에서 오전 10시 

30분경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 발생. 아이는 병

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임. 경찰은 도망친 SUV 차

량을 찾고 있음.

6월 22일(월). 미국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Milk 

River라는 작은 마을이, 미국 몬태나로부터 이어지는 수로의 일부 붕

괴로 인해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김. 일단 마을 저수지에 최대한 물

을 저장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3개월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함.

6월 22일(월). 캐나다를 경유하여 알래스카로 가는 미국인들이 레이

크 루이스 지역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등산을 즐기다가 발각되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방경찰이 발표함. 총 7개의 티켓이 발부되었

는데 6개는 각각 1,200불짜리 벌금이었음.

6월 21일(일). 카나나스키스 컨트리의 Mount Fable에서 캘거리에 

사는 40대 여성이 절벽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됨. 이 여성은 일행과 함

께 등산을 왔다가 오후 1시쯤 홀로 동굴 구경을 하겠다며 헤어졌는

데 저녁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경찰이 수색에 나섬.

6월 20일(토). Cardston County에 있는 Woolford 주립공원에서 4살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 발생. 지방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출동해서 

밤새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다음날 오전에 강 하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됨.

6월 20일(토). 캘거리 Marlborough Mall 주차장에서 오후 3시 40분

경 총격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총에 맞은 차량 한 대

를 발견함. 목격자에 따르면 두 남성이 서로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함.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음.

6월 20일(토). Black Diamond에서 오전 10시경 사고로 인해 가스가 

대량 유출되어 다운타운이 일시 봉쇄됨. 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모

두 대피함. 당국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정오쯤 봉

쇄가 해제됨.

6월 19일(금). 캘거리 일반 교육청 본부 건물 앞에서 약 200명의 시

위대가 모여 학교 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집회를 함.

6월 19일(금). 캘거리 Springborough Court SW에 있는 콘도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오전 11시 30분경 일산화탄소가 유출되어 남성이 

의식을 잃는 사고 발생. 당시 주차장 청소를 위해 인부들이 가스식 압

력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었음. 다섯 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음.

6월 18일(목). 에드먼턴 Anthony Henday Drive를 달리던 차량이 갑

자기 길을 벗어나 Parsons Road 위를 날아 가로지르더니 근처 철도 

앞에 곤두박질치는 사고 발생. 오전 3시에 발생한 이 사고로 Parsons 

Road가 오전 9시 30분까지 통제됨. 차를 운전한 41세 남성과 동승한 

38세 여성은 병원에 실려 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함.

6월 17일(수). 캘거리 Saddlecrest Boulevard와 Saddlecrest Terrce 

NE 근방에서 오후 2시경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 발생. 총 여섯 

명이 개에게 물렸는데 10살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됨.

편집실

알버타주 사건수첩

전화를 통한 마약 남용 상담 프로그램을 전

격 취소했던 주정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VODP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4년간 400만 불이 투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원격 진료 프로그램

이다. 동영상,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 오피오이드 중독자를 진찰하고 처방한

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

를 받고 있으며 Health Quality Council of 

Alberta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환자는 

2,000명이 넘는다. 이용자의 약 40%는 이 

프로그램에 접하기 전에 이미 오피오이드

를 과다 복용하고 있었지만, 서비스를 받고 

나서 1년 후에 여전히 과다 복용하는 사람

은 10%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비대면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400만 불을 투입하는 알버타 주정부

캐나다 국립공원 측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셔틀버스가 올여름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레이크 루이스, 모레인 레이크

(Moraine Lake), 레이크 오하라

(Lake O’Hara)를 예약제로 운행

하던 버스들이 모두 해당된다. 국

립공원 측은 COVID-19로 인해 해

외 방문객이 크게 감소한 것을 언

급했다.

“작년에 레이크 루이스와 모레인 

레이크 지역에만 약 50만 명 이상

이 여름에 셔틀버스를 이용했다. 

그중 해외 방문객이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했다… 올해 상황을 보았을 

때 셔틀버스 중단의 이유 중 일부

는 거기에 있다.”

모레인 레이크는 지난겨울에 많은 

눈이 내려서 아직까지도 출입이 

통제되어 왔는데, 6월 24일부터 접

근이 가능하다. 이곳은 인기 있는 

장소이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국

립공원 측은 안내했다.

레이크 오하라의 경우에는 작년에 

추첨제를 시범 도입해서 방문객의 

수를 조절한 바가 있다. 국립공원 

측은 성과가 좋았다가 평가하면

서 내년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

고 밝혔다. 레이크 오하라의 캠핑

장은 6월 29일에 문을 연다. 하지만 

캠핑장까지 차나 모터사이클을 이

용할 수 없으며 약 11킬로미터 정

도를 걸어야 한다.

한편, 캘거리에서 캔모어와 밴프를 

다니는 On-It Regional Transit 버

스가 6월 26일부터 운행을 재개한

다.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

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가지고 오

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회용 마스

크를 구매해야 한다.

밴프와 캔모어 사이를 운행하는 

Roam Transit은 6월 1일부터 운행

을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

히 권장”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가는 셔틀버스 운행 안내

오래 둘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콧수염도 

그럴 수 있음을 알버타 교통부 장

관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 릭 맥카

이버(Rick McIver) 교통부 장관이 

무려 45년을 길러온 콧수염과 작

별 인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물

론 그의 애정하는 콧수염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선모금

을 위한 희생이다.

7월 1일 캐나다의 날을 맞이해

서 알버타의 어린이 암 재단(Kids 

Cancer Care Foundation)의 자선

모금 활동에 그의 콧수염을 기증

했다. 7월 1일에 수염을 깎기로 하

고,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부

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가 어린이 암 재단에 특별한 관

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재단이 뇌

종양으로 10살도 되기 전에 세상

을 떠난 그의 아들을 기리기 위해 

부인이 설립했기 때문이다. 설립 

이후 재단은 알버타에 있는 아동 

암 환자들을 조기에 돕기 위한 노

력을 펼쳐왔다. 그런데 COVID-19

로 인해서 기부금이 80%나 감소하

여 프로그램을 지속하기에 어려움

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COVID-19는 세상을 돌이킬 수 

없게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여전

히 그대로인 것이 있다. 바로 암이

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서 알

버타에서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암과 싸우고 있다. 그들의 가족은 

고립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예전에도 오랜 시간을 스

스로 격리해왔지만 지금은 정말로 

두려움에 빠져 있다. 이 바이러스

가 아이들의 연약한 몸에 어떤 짓

을 할지 무서워하고 있다. 이 아이

들과 자족에게는 우리가 필요하

다”라고 맥카이버 장관은 말했다.

맥카이버 장관이 콧수염을 깎는 

대가로 기대하는 모금액은 5만 불

이다.

뭐든지 오래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이번 주부터 대부

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학부모들은 데이캠프를 찾느라 분

주한 시간을 보낸 상태였을 것이

다. 하지만 COVID-19는 그런 일상

을 뒤흔들어놓았다.

석 달 정도의 경제 활동 봉쇄가 끝

나고 이제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

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데이캠프

도 공중 보건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며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하고 있다. 알버타 주정부가 경제 

활동 재개 1단계를 실시했을 때 데

이캠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캘거리시는 공중 보건 가이드라인

에 맞는 새로운 캠프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캘거리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다

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서 

정말 신난다. 아이들을 야외에 데

리고 나가고, 창조적이면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벌이는 것만으로

도 직원들은 흥분하고 있다”라고 

캘거리시의 담당자는 말했다.

올여름에 캘거리시의 데이캠프는 

5개 장소에서 야외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예술 관련 캠프는 

North Mount Pleasant Art Centre

에서 열린다. 데이캠프가 시작되

기 전에 모든 참가자들의 건강 상

태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며 강

화된 위생 규칙이 적용된다. 6~12

세 아이들을 위한 일주일짜리 프

로그램은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데 등록은 6월 25일부터 받고 있다.

데이캠프를 운영하는 YMCA도 

YMCA Summer Moments라는 새

로운 이름으로 모든 데이캠프를 야

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7월 6일

부터 시작하며 8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된다. Shane Homes 

YMCA, Brookfield Residential 

YMCA, YMCA Camp Riveredge, 

Camp Chief Hector YMCA 등 네 

곳에서 3~15세 사이의 아동을 대

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

비되어 있다. 캘거리시와 마찬가

지로 매일 건강 점검이 있으며 물

리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강화된 

보건 규칙이 적용된다.

WinSport는 산악자전거 캠프만 운

영한다. 7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다. 캘거리대학교는 이미 등록이 

끝났다. 예년에 비해서 30% 정도

의 정원으로 축소해서 진행한다. 

SAIT와 마운트로열대학교는 올해 

오프라인 캠프를 열지 않는다.

올 여름 데이캠프는 야외에서

사진 출처 : City of Calgary

여론조사기관인 Angus Reid 

Institute가 알버타대학교와 함께 진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이후에 인종차별을 느끼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5일부터 18일 사이

에 중국계 이민자 516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

면, 응답자의 43%는 3개월 전에 비

해 더 많이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

다. 그리고 약 3분의 2는 북미 언

론의 보도가 중국계 이민자에 대

한 부정적인 인상을 키워주고 있

다고 믿었다.

ACT2endracism이라는 단체의 대

변인인 세레나 마(Serena Mah) 씨

는 중국계 지역사회에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비서는 

식료품점에 가기를 무서워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체 회원 57

명 중 절반은 지난 몇 달 사이에 어

떤 형태로든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고 증언했다. 그리고 정부를 완전

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

야 할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사

람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

난 것보다 많은 인종차별 사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캘거리는 캐나다의 다

른 대도시에 비해서 그리 심각하

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차이나타

운 상인번영회의 테리 옹(Terry 

Wong) 씨는 수백 명의 중국계 이

민자들을 조사해보았지만 부당하

게 대우받은 사례를 확인하지 못

했다면서 캘거리에서는 공론화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인종차별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중국계 이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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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사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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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허인령

공증법무사 / 공인 이민 컨설턴트

캐나다 이민 심사는 우선 프로그램이 요

구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다

음으로는 결격 사유, 즉 입국 불가에 해

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해서 고등학

교 졸업 정도의 학력과 기초적인 영어 

실력만 갖춘다면 자격조건을 맞추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

가 있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결격사유는 크게 범죄경력이 있거나 건

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에 대한 캐나

다 이민국의 입장은 지난 10년 전에 대

비하여 많이 관대해진 반면,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캐나다는 

eTA 제도를 실시하여 비자 면제국가 국민들이 단순 방문을 하는 경우라 해

도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

전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일반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분류되어 이미 

10년이 넘는 기록이 단 1건만 있어도 캐나다 이민국을 통하여 사면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강화된 후 사면 신청을 통하

여 구제받은 K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 씨는 한국 유학원을 통하여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과거 음주

운전 이력 3건, 민방위 훈련 불참 2건 등으로 총 5개의 범죄기록이 있었습니

다. 학생비자 신청 당시 유학원에서 K 씨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본인이 먼

저 나서 이러한 기록이 있음을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위진술까지 더해

져 비교적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의 경우 캐나다 형법에 

적용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지만, 음주운전 기록과 허위진술 기록은 분명 문

제였습니다. 비록 3건 모두 10년이 넘은 기록이지만 동일한 범죄 행위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패턴성이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갈수록 높아져 마지

막 기록은 0.2를 웃돌기도 하였습니다.

K 씨는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사면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면

이 깔끔하게 완료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

면 신청은 비자 수속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한국을 떠나기 

전 사실대로 eTA를 진행하고 사면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면까지 완료된 후 

캐나다에 오는 것입니다. 모든 캐나다 비자, 영주권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이민

국은 범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범죄기록이 전혀 없다면 간단히 넘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연될 수밖

에 없고 범죄 이력과 경중에 따라서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죄기

록이 있다면 비자 신청을 할 때마다 매우 번거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면

은 비자 신청과 별개로 해외의 범죄기록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사를 진행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 한 번만 사면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비자 신청에서 과거 범죄기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K 씨의 

경우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던 상황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캐나다 내에서 약

물, 알코올 중독여부 등에 대해서도 깨끗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첨부했습니

다. 또한 최근 10년 이상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한 가장으로서 

잘 살아왔다는 점,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이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여 지

내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사면은 담당자의 재량권과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사관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보조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허위진술이 있었던 경위를 설명하면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추가하였고 심리 상담사

의 진단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법정 진술서 형식으로 선언하고 공증을 통

하여 진위성에 힘을 실어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K 씨는 결국 

14개월 만에 사면이 승인되었고, 영주권 또한 평균적인 수속보다 약 3개월 정

도 지연되었을 뿐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다른 비자심사에서는 범죄 이력을 묻는 질문만 존재할 

뿐 이에 대한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기도 합니다. 해당 질문

에 No라고 대답하면 너무 쉽게 비자가 승인될 것이 확실한데 굳이 Yes라고 

답변하여 추가심사와 거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또 입국 

거절이나 추방에 대한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범죄기록 심사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기

록에 대하여 각 국가가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비자나 영주

권 심사 시에 허위진술이나 위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이미 승인된 비

자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이는 동일하

게 적용됩니다. 수년 전만 해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 시 별생각 없이 허

위진술을 하고 영주권 수속을 하는 시점에 가서야 범죄기록을 밝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진술 자체도 엄연한 범죄행위에 속하며 허위진술을 

대하는 이민국의 태도는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 하더라

도 K 씨와 같이 사면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고 사면이 도저히 어렵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 혹은 정상참작 이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

나다 정부는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어 일부러 불이익을 주려는 의

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밝히고 소명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페어 딜 패

널(Fair Deal Panel) 보고서를 공개

하면서 보고서에서 권고한 균등

(equalization) 찬반투표를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확한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케니 주수상은 2019년 주 총선거 유

세 과정에서 2021년 10월에 열리는 

지자체 선거 때 찬반투표를 함께 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가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나히드 넨시 시

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

역적 쟁점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쟁

점들을 위해서 지역 선거를 사용한

다면 지역 유권자들을 존중하지 않

는 처사가 될 것이다. 지역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지역 쟁점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다. 

찬반투표 같은 것들을 뒤섞어 버리

면 잘해야 본전이고 최악의 경우에

는 지역 문제에 목소리를 내려는 유

권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된

다.”

주정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

지 않았지만 지자체부의 대변인은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별도로 알

버타 주민투표를 진행하면 수천만 

불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

이다. “지역 선거와 동시에 찬반투

표를 하는 것은 북미에서 흔한 일

이다. 그렇게 하면 시간과 돈을 절

약해주고 투표율도 올릴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 속에는 함정이 

있다. 균등화를 놓고 알버타 주민투

표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아무런 법

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실제로 

균등화 조항을 폐지하려면 연방하

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주의회

에서도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알버타 주민투표는 일

종의 여론전일 뿐이다. 페어 딜 패

널 보고서는 주민투표 결과가 연방

정부와 다른 주정부들이 도덕적으

로 의무감을 가지게끔 만들 것이라

고 적고 있다.

지자체 선거에 알버타 주민투표를 얹으면

곤란하다는 넨시 시장

사진 출처 : This Time

당분간은 재스퍼 국립공원 내에서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차에서 내리

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어도 7월 9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야생동물, 특히 곰의 활동 

때문에 내려졌다. 봄철 해빙이 예

정보다 느리게 진행되면서 야생동

물이 계곡 아래로 몰리고 있고 재

스퍼 마을 근처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특히나 새끼 곰을 데

리고 있는 어미 곰은 공격적인 모

습을 보일 수 있다고 국립공원 측

은 경고했다.

“야생동물에 접근하거나 쫓기 위해

서 차에서 내리는 행위는 법에 어긋

나며 위험하다. 차 안에 머무는 것

이 야생동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

을 줄여준다”라고 국립공원 측은 

안내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다.

캘거리 동물원에서 젠투(gentoo) 

펭귄 새끼가 태어났다. 삼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6월 3일에 알을 깨고 나온 새끼 펭

귄은 아직 어려서 성별을 알 수는 

없다. 태어난 지 한 달은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모

든 일이 순조롭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 캘거리 동물원

에 새로운 식구가 생길 때마다 모

두들 흥분한다”라고 동물원의 관리 

담당자는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여

기서 태어난 젠투 펭귄이 없었기 때

문에 이번에 특히 더 신이 났다.”

마침 캘거리 동물원이 재개장을 했

으므로 입장객들은 이 새로운 식구

를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너무 작아

서 어미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동물원 측은 안내했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까지 합쳐서 캘

거리 동물원에는 14마리의 젠투 펭

귄이 있다. 이 외에도 험볼트 펭귄, 

킹 펭귄, 락호퍼 펭귄 등이 있다.

재스퍼 국립공원에서
당분간 함부로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캘거리 동물원에 펭귄이 태어났어요

COVID-19 환자가 발생한 지 석 달

이 넘으면서 지역에 따른 환자 발

생 빈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캘거

리의 경우, 발생 초기에는 종교 회

합이나 장기 요양 시설에서 집단 발

병자가 나타나면서 북서부와 남동

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를 보였

지만 지금의 통계치를 보면 북동부

와 도심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캘거리에서는 현

재 총 222명의 환자가 있는 상태이

다. 인구 10만 명당 15명 수준인데 

캘거리 서부 지역 네 곳은 5명 미

만을 기록했다. 이 지역은 Canyon 

Meadows, Killarney, Bowness 등을 

포함하는 West, Fish Creek, Centre 

West, West Bow 지역이다.

이에 비해서 30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곳은 Lower Northeast, Upper 

Northeast, Centre 지역이다. 특히

나 다운타운, 벨트라인, 잉글우드, 

오그덴(Ogden)을 포함하는 센터 

지역은 10만 명당 36.3명이어서 가

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지역별 통계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알버타 보건 당국이 지역별

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적용할 계

획이기 때문이다. 디나 힌쇼 알버타 

최고 의료 책임자는 지역별로 환자 

발생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위험한 지역만 보건 규제를 재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넘는 환자가 있을 경

우이고, 작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

에서 10명이 넘었을 경우이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알버타에 

두 곳이 있지만 아직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고 힌쇼 최고 의

료 책임자는 말했다.

알버타에서 COVID-19 환자의 수

는 현재 489명이며, 에드먼턴 지역

에 약 200명이 있다.

캘거리에서 COVID-19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얼마 전 한국의 일부 유명 사립대학

교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다가 

커닝을 들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

었다. 이들은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의논을 해

가며 시험을 보았다고 하는데, 상부

상조의 미풍양속이 이럴 때 등장하

는 연유가 사뭇 궁금하다는 비아냥

이 있기까지 하다. 아무리 힘든 상

황 속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간

들이 항상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런 인간은 한국에만 있지 않았다.

캘거리대학교에서 ‘공룡 길라잡이

(Introduction to Dinosaurs)’ 과목

을 듣는 학생 14명이 온라인 시험

에서 정답을 서로 베끼다가 걸렸다

는 소식이다. 영어로는 ‘sharing’이

라고 표현했는데 한국어로는 ‘베끼

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대학 측에 따르면 5월 말에 이 과목

의 주 단위 시험을 치르던 중, 디스

코드(Discord) 서버를 통해서 일부 

학생들이 답을 공유했다고 한다. 그

래서 담당 교수는 5월 31일에 모든 

수강생에게 주의 메시지를 발송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

닝이 벌어졌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

명이다. 14명의 학생들은 해당 시험

의 점수가 깎이고 학문 윤리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한 학생은 억울하다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3학

년인 이 학생은 누군가 보낸 초청 

이메일을 통해서 디스코드 서버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인정

해 준 채팅룸으로 생각했다고 주장

했다. 그녀는 주 단위 시험이 오픈

북 방식이라고 소개받았으며, 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교재뿐만 아니

라 인터넷도 참고하라고 북돋워 주

었다면서 자신은 채팅룸에서 자신

이 아는 것을 공유한 것밖에 없다

고 변호했다.

캘거리대학 측은 일부 소수 학생들

의 일탈에 깊이 실망했지만, 학생들

이 수업 활동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

를 지키리라고 의심치 않는다고 밝

히고 커닝(cheating)을 한 학생들에

게는 책임을 묻는 많은 정책과 조치

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상 어디에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인간은 있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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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봄학기 강좌 수강생 모집

강 좌 명 강 사 개강일 ~ 종강일 수업 요일
교육시간 주 최 비 고

한국 무용 안정숙 무용가 3/25 ~ 6/24
월요일(매주)
10~12PM

여성회

뜨개질 홍모니카 3/25 ~ 6/24
요일(매주) 

~ PM
노인회

사진 교실 강기훈 사진작가 4/ ~ 6/27
목요일(2,4주) 

7~ PM
여성회

노래 교실
목요일(매주) 

0~ M 노인회

타이치 교실 노인회타이치 교실
목요일목요일((매주매주)) 

~ PM 노인회

전통북 교실
송경아 연주가 4/10 ~ 6/28

수요일(2,4주)
12~2PM

여성회 초급반

송경아 연주가 4/3 ~ 6/19
수요일(1,3주)

12~2PM
여성회 중급반

그림 교실 송경아 화가 4/12 ~ 6/21
금요일(2,4주)

10~12PM
여성회

요리 강좌 / 10~1PM 여성회 수강인원 30명 제한

*매주 월요일 한국무용과 뜨게질교실 사이 점심제공 (노인회, 여성회)

월 일 요리강좌는 참가비 불 (시니어무료)

/ ~ 6/27

/ ~ 6/27

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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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잘 계시지요 .

힘들지만  힘내시고 좀더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분도 낙오자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성회 활동
•보일 스트릿 노숙자 샌드위치 점심 봉사

•머스터드 시드 불우 이웃 물품 기증

•머스터드 시드 불우 이웃 식사 프로그램 콥스빵 픽업 
    - 매주 화요일 저녁 7 시

•Women Shelter 기부금 전달

•차세대 여성 장학금 지급과 문화 강좌

•국제 여성 단체와 한인 동포 단체 협조

•캐나다 한인 여성 총연합회와 협조

봉사 . 사랑 . 실천

•대상: 아기 있는 엄마(Single Moms, Moms with babies first)
•마스크 특징: 촘촘한 바느질 , 이중바닥에 얼굴 감싸는 디자인,  
                       세탁 가능, 필터 넣어 사용 가능 하세요. 
•마스크 수: 1인당 2장 
•신청 기간: 6월 15일 ~ 6월 17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신청 방법: 문자로 이름과 전화번호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낼실 곳: 780-975-9100
•전달 방법: 픽업 (픽업 하실 주소와 시간은 문자로 알려 드려요.)

•후원 단체: Smile of Compassion Org. Calgary Branch

예쁜 천 마스크 나눔 행사

EDMONTONAD▼ 

지난봄에 있었던 역대급 홍수로 인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못했던 포트 

맥머리에서 금지 명령이 해제되었다. 

당시 강물이 범람하면서 도시에 물에 

잠겼고 상수도관까지 오염되는 사태

가 발생한 바가 있다.

홍수 직후에 당국에서는 9월까지는 수

돗물을 끓여 먹어야 할 것으로 추정했

으나, 지자체가 노력한 결과 375킬로

미터에 달하는 상수도 시스템을 60일

도 되지 않아 정상 복구시켰다. 

주민들은 모든 수도꼭지를 최소 5분 

이상 틀어서 더러운 물을 뽑아내야 하

며, 얼음 기계나 정수기와 같이 수돗물

이 연결되어 있는 장치도 깨끗이 청소

할 필요가 있다.

포트 맥머리, 수돗물 식수 허용

COVID-19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

었던 밴프 관광업계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날씨가 좋아진 탓도 

있지만 경제 활동 재개가 선언되면서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입장이 허

용되었기 때문이다. 밴프 국립공원은 

6월 1일부터 관광객의 차량 출입이 허

용되기 시작했고, 밴프 마을에서는 6

월 5일부터 중심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아 보행자들의 편의를 높여주었다.

6월 8일에 밴프 마을에 들어온 차량의 

숫자는 9,261대가 넘었으며 6월 12일

에는 11,993대를 기록했다. 몇 달 전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아직도 절

반 수준이라고 한다.

카렌 소렌슨(Karen Sorenson) 밴프 지

자체장은 앞으로의 전망을 낙관했다. 

문을 여는 가게가 매일 늘어나고 있

고 관광객의 수도 매일 늘어나고 있다

는 설명이다. 거기에 더해서 관광객들

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여러 프로젝트

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미 중심 

도로의 차량 통제를 금지한 것 외에도 

Bear Street에는 보행자 친화적인 쇼핑

센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6월 22일부터는 캠핑도 가능해져서 더

욱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이미 예전에 

예약을 한 사람으로 한정되기는 하지

만 백컨트리 캠핑이 가능하다. 하지만 

컴포트 캠핑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샤워실과 부엌이 있는 쉼터도 아

직 운영하지 않는다.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하는 밴프 관광

사진 출처 : This Time

에드먼턴 오일러즈의 선수였던 코너 

맥데이비드(Connor McDavid) 하키 카

드가 최근 온라인 경매에서 135,811.20

불에 낙찰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15

년에 에드먼턴 오일러즈에서 NHL 데

뷔를 한 그는 세계 최고 실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월 17일에 시작된 온라인 경매에 올

라온 물건은, 맥데이비드 선수가 데뷔

하던 해에 나온 루키 카드였다. 이 카

드에는 그의 자필 서명이 쓰여 있고 그

가 경기에 입었던 유니폼의 일부 조각

이 함께 들어 있다. 특히나 카드의 일

련번호가 공교롭게도 맥데이비드의 

등번호와 일치하는 97번이어서 수집

가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처음에 2,500불에서 시작된 경매가는 

끝도 없이 올라가더니 결국 135,811.20

불에서 멈췄다. 이 가격은 현대에 나

온 하키 카드 가격으로는 최고액을 기

록했다.

1억 원이 넘는 하키 카드

사진 출처 : ExBulletin

사진 출처 : Global News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알버타 시골에 

있는 교량, 도로, 지방 공항, 상수원 등

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2억 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9일(금) 발표했

다. 

이 자금은 보조금 형태로 소규모 지자

체에 흘러 들어가며 약 1,800개의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

았다.

우선 5,000만 불은 전략적 교통 인프라 

프로그램(STIP)에 추가되어서 69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약 480개

의 일자리를 만든다. 나머지 자금은 55

건의 상수도 개선 프로젝트에 들어가

서 약 1,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릭 맥카이버(Ric McIver) 교통부 장관

은 지방 지자체들의 요청에 주정부가 

직접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빠

르게 자금이 집행되어 지자체의 어려

움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알버타 지방 지자체 협회의 알 켐미어

(Al Kemmere) 대표는 주정부의 발표

를 환영했다. 그는 장기적인 자금 지원

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도 일단 

이번에 나온 지원에는 불만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캘거리와 에드먼턴과 같은 도시 

지자체를 위한 지원은 조만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케니 주수상은 말

했다.

알버타 시골 지역 인프라 개선에
2억 불을 투입하는 주정부

사진 출처 : 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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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를 모십니다

403-804-0961 1995@thistimeglobal.com

에드먼턴뉴스 ・ 행사 ・ 문화EDMONTON
Yellowhead Trail 고속화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수용을 놓고 에드먼턴시의 

불도저식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12560 Fort Rd

에 있는 1.56 에이커 규모의 땅이다. 현

재 중고차 판매상들이 임대하여 사용

하고 있는데 Easy Motors는 시가 토지

를 수용하게 되면 사업이 위험에 빠진

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토지 소유주가 시의 수용 방침에 반

대하고 나서자 주정부에서는 조사관

을 선정하여 이 프로젝트에 해당 토지

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심사했다. 3월

에 나온 결론은, 에드먼턴시가 고속화 

도로 건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수 

처리 시스템의 일부 자리로 쓰기 위해 

이 토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표에 만드는 연못과 지표 바로 밑

에 만드는 폭우 저장 시설은 에드먼턴

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당 토지 

전체를 수용하려 하는 것은 시의 목적

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도, 분

명하지도, 합리적으로 필요하지도 않

다”라고 조사관은 지적했다.

하지만 에드먼턴시는 해당 토지가 우

수 처리 목적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도

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반박했고, 일

부만 수용할 경우에는 남아 있는 시설

이 공사 중에 파손되어 보상금을 주어

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공사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수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

이었던 에드먼턴 시의회는 투표를 일

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실력과 성실, 고객만족으로 검증된 리얼터

"확실한 만족을 드립니다"
주택, 비지니스 매매 / 부동산 투자

780-218-4549

sbaik67@hotmail.com

백종성 부동산

데일 맥피(Dale McFee) 에드먼턴 경

찰청장은 18일(목)에 있었던 에드먼턴 

경찰 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앞으로 18

개월 이내에 에드먼턴 경찰의 모든 경

찰차에 전방 녹화 카메라를 장착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맥피 경찰청장은, 몸에 부착하는 카메

라는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

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카메라를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 전방 

녹화 카메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겪

는 심각한 사건 중 경찰차가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카메라는 녹화 

범위가 더 넓고 다른 각도도 보여줄 수 

있으며 마이크도 달려 있다. 실제로 전

체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맥피 경찰청장은 

에드먼턴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많은 

추진사업들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모든 경찰차에 카메라를 부착하려는 
에드먼턴 경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안전의 조치로서 알버타 정부에서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및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행사일정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월~금요일
토 요 일

10:30 am - 5:30 pm
10:00 am - 3:00 pm

Dr. 권혁진 가정안과

2984 Ellwood Dr. SW Edmonton 780.440.2239 2984 Ellwood Dr. SW Edmonton780.440.2239
안과가정의 Dr. 권혁진
최고 권위의 University of Waterloo School 
of Optometry Honor 졸업

산 업 체 근 로 자 
세이프티안경 지원 
eyesafe 적용사업장Dr. 권혁진 가정안과

유슺아이 안경원 안과진료 및 시력검사

* 사업체에서 주문표를 가져오시면, 별도의 
요금부가없이 세이프티 처방안경을 제조해드립니다.

월~금요일
토 요 일

10:30 am - 5:30 pm
10:00 am - 3:00 pm

Daily, Monthly, Colour 콘택트렌즈 판매합니다

모든 한국테 BLOWOUT SALE $25~$95
디자이너 안경테 및 썬글래스 2020 신모델 도착

유치원생에게 무료안경제공
(단, 지정 안경테에 한함)

프리미엄 다중초점안경 구매하는 모든분에게 $100 할인
*안경테 함께 구매시

5월 11일부터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안과정기검진 및 시력검사, 그리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일반영업을 재개합니다.

당분간 모든 서비스는 전화예약제로만 운영되며, 사회적거리두기와 같은 COVID19
예방수칙 준수하에 실시됩니다.

그동안 COVID-19으로 인하여 미뤄두었던 건강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눈검사 및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으로 청구할 수있도록 도와드립니다.

www.youandeyeoptical.com

EDMONTONAD▼ 

사진 출처 : Wikimedia

토지 수용을 놓고 조사관의 의견을 무시하는 
에드먼턴시

Strathcona County 지방경찰은 에드

먼턴에 거주하는 마이클 정(Michael 

Chung) 씨를 아동 유혹 및 노골적 자

료 전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1월 한 소녀의 신고로 수사가 시

작되었는데 전 태권도 사범이 그녀에

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노골적인 사진

을 보냈다고 한다. 36세인 이 남성은 4

월 14일에 체포되었으며 현재는 보석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

나 그런 경우를 알고 있는 이들의 신고

를 부탁했다.

에드먼턴의 태권도 사범, 아동 유혹 혐의로 기소

COVID-19 환자가 캘거리보다 훨씬 

적게 발생했던 에드먼턴이 경제 활동 

재개 이후에는 오히려 캘거리를 앞지

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장, 

장례식 등에서 집단 발생이 연이어 보

고되고 있다.

에드먼턴시가 운영하는 쓰레기 재활용 

공장에서 12명의 작업자가 양성 판정

을 받아 이 시설이 무기한 폐쇄되었다. 

6월 9일에 첫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곧

바로 시설을 폐쇄한 후 작업자들은 집

으로 귀가했다. 작업자들을 전수 조사

한 결과, 6월 5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12

명의 작업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고 알버타 보건 서비스는 발표했다.

장례식장도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

다. 두 건의 장례식에서 총 24명의 확

진자가 발생했다. 디나 힌쇼 알버타 최

고 의료 책임자는 실내에서 물리적 거

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를 소홀히 할 경

우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전염될 수 있

다고 경고했다.

공동주택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 아파

트 건물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

는데 보건당국에서는 건물 내에서 사

람들의 접촉이 많은 표면을 통해 전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OVID-19 때문에 임시 폐쇄된 식당

도 최소 다섯 곳이나 된다. 109 Street

와 Jasper Avenue 근방에 있는 Greta 

바는 단골 손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 하며, Pint Downtown과 MKT는 직

원이 무증상자였으나 양성 판정을 받

았다고 한다.

에드먼턴에서 COVID-19 집단 발생 증가

에드먼턴의 Fairmont Hotel Macdonald

가 7월 2일에 다시 문을 연다. COVID-19

로 인해 문을 닫은 지 거의 석 달 만이

다. 호텔 측은 재개장 일정을 공지하면

서 모든 손님과 종업들이 보건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알렸다.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체온 검사가 실

시되며 물리적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한다. 직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하며, 손님들에게는 무료로 제공

된다. 또한, 투숙객이 퇴실한 방은 48

시간 동안 다음 손님을 받지 않는다.

에드먼턴시가 운영하는 수영장과 피

트니스센터도 7월에 일부 개장한

다. 12개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중

에서 Clareview, Commonwealth, 

Terwillegar, The Meadows 등 네 곳

이 7월 6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수영

장은 Bonnie Doon, Clareview, Jasper 

Place가 7월 20일에 문을 여는데, 레인 

수영과 아쿠아 체조, 수영 강습, 일반

인 수영 등이 진행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 movelearnplay.edmonton.ca를 방

문하거나 311로 전화를 해서 이용 시

간을 예약해야 한다.

실내 아이스링크는 Kenilworkth, 

Clareview, Londonderry, Callingwood, 

Mill Woods 아이스링크가 7월 2일부

터 이용이 가능하다. Castle Downs는 

7월 6일, Russ Barnes는 7월 7일, The 

Meadows는 7월 13일부터이다. 일반 

스케이팅이나 하키는 허용되지 않으

며 단체 예약만 허용된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에드먼턴의 모습

사진 출처 : Wikimedia

사진 출처 : Global News

사진 출처 : Glob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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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평화를  사세요

Part of ROGERS 
INSURANCE GROUP 
of COMPANY

Why 일반전화도, 핸드폰도 연락 안되는 브로커를 거래 하세요?
Why 불편한 영어로 같은 돈 주고 거래 하세요?

Why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못듣는 브로커를 거래 하세요?
Why 갱신때 비교도 안해주는 브로커를 거래하세요?

Why 커머셜보험도 못하는 작은 브로커를 거래하세요?
Sign 한장으로 이제 맘 편하게 빠르게 서비스를 즐기세요.

캘거리 403 695 1050    l   에드먼턴 780 989 0505 
F) 1 844 251 9652 

Email: JASON.C@AWININS.CA (가장 빠름)
Head Office: 100 10325 Bonaventure Dr SE Calgary AB T2T7E7 (on Macleod Tr)

지금 전화, 이메일 주세요

BROKER CHANGE

차사고! 블랙박스 있음 상황종료! 

최국병 종합 보험
(AB, BC, SK) 서부 캐나다 최다 손님 보유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과중 전화 RETURN 10분내

일과중 이메일 답변 즉시 

모든보험 취급

취급 보험사 TOP 10
Aviva, Intact, RSA, Travelers, Pem Bridge,

Max, SGI, SMI, Econimical,
Wawanesa(coming soon) 외 90 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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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note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디스피플 인터뷰는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A1부터 계속

이번에 봉환되는 대상은 북한에서 발

굴해 미국에 전달한 유해 중 한미 공

동 합동 감식을 통해 국군으로 판정된 

유해다.

한국전에서 안타깝게도 전사한 뒤 나

중에 북한에서 발굴하고 미국까지 거

치는 우여곡절 끝에 6·25 발발 70년을 

앞두고 마침내 고국의 품에 다시 안기

는 것이다.

미 국방부 웹사이트 중계 영상에 따르

면 이날 인수식은 시종 엄숙하고 진지

한 분위기 속에서 50분가량 진행됐다.

한국에서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허욱구 

유해발굴감식단장, 신상범 6·25전쟁 70

주년 사업단장, 김준구 주 호놀룰루 총

영사가, 미국에서는 필립 데이비슨 인

도·태평양 사령관과 다리우스 버나지 

DPAA 부국장, 그리고 마크 질렛 UN사 

참모장 등 100명가량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념사에 이어 한국, 미국, 유

엔사가 각각 유해 인계에 동의하는 서

명식을 거쳐 유해가 담긴 관을 한국 측

에 전달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연단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로 미리 싸

여 있던 유해 상자를 미군 2명이 조심

스럽게 벗겨낸 뒤 이를 유엔기로 다시 

감싸는 관포 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

에는 태극기로 한 번 더 정성스럽게 갈

아입혔다.

수많은 사연을 담은 유해 상자는 이렇

게 한국 유해발굴감식단의 손에 전달

돼 비행장에 대기 중이던 공군 공중급

유기 시그너스(KC-330)으로 이동했

다. 이 상자 외에 나머지 146구의 유해

는 이미 기내로 옮겨진 상태였다.

박 차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이 헌화한 

뒤 유해를 태운 비행기를 향해 거수경

례하고 일동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유

해 인수식은 50분 만에 끝났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대유행 탓에 규모를 줄이고, 참석

자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달라는 안

내 방송도 나왔다.

박 차관은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희

생한 분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미국에 감사

의 뜻을 표한 뒤 "신원이 확인된 7구는 

유가족 품에 돌아가 감동을 더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유해가 한국에 도착하면 현

지에서 미군 유해 7구를 미국으로 봉

환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전례 

없는 상호 신뢰와 가치, 우정에 기반한 

굳건한 동맹"이라며 "한반도에 주둔한 

한국군과 미군은 마지막 숨결을 조국

에 바친 호국 영웅을 마음에 깊이 새

겨야 할 것"이라면서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쳤다.

유해를 실은 항공기는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공항에 도

착한다.

미국은 앞서 2012년 12구, 2016년 15

구, 2018년 65구 등 3차례에 걸쳐 92구

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한국으로 인계

한 바 있다.

'머나먼 길' 돌아 조국 품 안기는 

6·25 전사 국군 유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novation & Restoration
(24/7 EMERGENCY CALL: 403.800.8844)

EMERGENCY CALL: 403.800.8844  QUICK RESPONSE. 

��������

철저한보양 습기 제거 원상복구

 신광서 403-890-5106Ltd.

잠깐! 
빠르고 정확한 INSPECTION
완벽한 PROTECTION
정확한 DEMOLITION
신속한 DRYING REBUILD

- WATER DAMAGE
- FIRE AND SMOKE DAMAGE
- BIO DAMAGE
  (곰팡이제거, 하수구 역류)

물이 터졌네
어떡하지?

집이 DAMAGE를 입었나요? 물, 화재, 바람, 해일
보험회사에 연락하기전 한샘과 먼저 상의 하세요
(Restoration +α)
INSURANCE CLAIM (보험청구), RESTORATION(원상복구), 
RE-BUILD + UPGRADE

누수 확인 습도 확인 바닥누수 확인 누수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랄하

게 비판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

보보좌관의 회고록이 결국 출간됐다.

볼턴 전 보좌관의 저서 '그것이 일어난 

방'은 예정된 대로 23일(현지시간)부

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식적으

로 판매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급한 자질과 미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노골적 비방을 쏟아내는 이 책은 출간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회고록의 사본이 지난 21일께부터 해

적판으로 온라인에 나돌면서 모든 내

용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미·중 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을 비롯

해 미국의 외교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

은 일화들,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 주

요국 정상이나 외교관들의 행태가 미

국 공화당의 간판 매파인 볼턴 전 보좌

관의 눈을 통해 그려졌다.

백악관 '감옥 간다' 경고에도 볼턴 회고록 공식 출간

A1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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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기업 에스크바이오케미컬이 

생산한 손 세정제 9종에서 메탄올과 

메틸알코올 등 독성이 포함된 물질이 

발견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고 CBS 방송 등이 22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DA는 메탄올에 중독되면 메스꺼움, 

구토, 두통, 실명, 신경계 손상 등을 일

으킬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손 세정제 원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FDA는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면 병원 

치료를 받고, 세정제를 변기 물에 흘려

보내거나,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유해 

폐기물 용기에 담아 버려달라고 소비

자들에게 당부했다.

멕시코산 손 세정제에 독성 물질 포함

미 FDA 사용 중지 권고

사진 출처 : AP

미국의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

타나자 일부 지역이 시위를 당분간 중

단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시위 주최 측은 21일

(현지시간) 시위대 가운데 최소 13명

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시위 일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숨 쉴 수 없다'(I Can't Breathe) 

시위 주최자인 로런스 너새니얼은 이

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지난 5

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컬럼비아 

지역 거리 행진에 참여했던 일부가 시

위대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고 밝혔다.

너새니얼은 주최 측 4명과 사진작가 3

명, 시위대 6명의 감염이 확인됐다면

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전까진 시

위에 참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들

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위를 포함해 

여러 시위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시위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거나 확진 증가세가 줄어들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 전역의 29개 주에서 최근 7

일간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와 일일 

확진자 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

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상황이 악화한 지역 중 한 곳은 일찍

부터 경제 정상화를 밀어붙인 플로리

다주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20일 

하루 동안에만 4천49명의 신규 확진자

가 나왔으며, 7일 동안의 일평균 확진

자 수는 2천386건으로 일주인 전보다 

84%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빠른 정상화를 추진한 텍

사스주에서도 신규 환자와 입원 건수

가 급증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

지사는 지역의 신규 발병 건수가 하루 

평균 약 3천500건을 기록하는 등 '받아

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고 있

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일평균 확진 

건수의 2배가 넘었고, 진단검사 양성 

반응 비율도 9% 이상으로 치솟았다면

서도 주 정부 차원의 폐쇄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립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는 7월 초까지 텍사스 북부 지역

에서 21~40세 사이의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 건수가 2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진 도시들

에서는 현재까지 시위와 관련한 감염 

확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

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잠복기가 지

났다고 시위와 바이러스 감염의 연관

성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고

했다.

전문가들은 증상 발현에 1주일 이상

이 걸릴 수 있으며, 검사 소요시간 등

을 고려하면 실제 데이터상의 급증세

가 나타나기까지 최대 4주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위대 대다수가 주로 증상을 보이

지 않는 젊은이이기 때문에 지연 기간

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시위에 직접 

참여한 사람보다 그 가족과 친구들이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시위 중단

"최소 13명 코로나19 감염"

사진 출처 : AF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말까

지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전

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일간 USA투데이가 22일(현지 시

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구글ㆍ페이

스북 등 외국인 개발자를 대거 고용하

는 테크기업들에 직격타가 될 수 있다

는 지적도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동결 조치로 실리

콘밸리 등 기술직 고숙련 노동자가 주

로 받는 H-1B 비자, 계절에 따라 근무

를 하는 H-2B 비자, H-1B비자 소지자

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대

기업 근무 외국인을 위한 L-1 비자, 외

국인 교환교수나 인턴 등에게 발급되

는 J-1 비자 등이 올해 연말까지 발급 

중단될 전망이다. 인도 인디아투데이

는 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H-1B 비자를 주로 발급받아가는 사

람들이 구글ㆍ아마존ㆍ애플ㆍ페이스

북ㆍ월마트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이

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미국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고숙련 노동

력을 제공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현행 복권 방식으

로 발급되는 H-1B 비자 발급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최상위 연봉

을 받는 지원자부터 비자가 발급될 예

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미국인 일자리 보호

를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전면 중단시켰

던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미 정

부는 60일 동안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그린카드) 발급도 중단했었다.

USA투데이는 이번 취업비자 발급 조

치로 최대 52만5000개의 일자리가 외

국인 대신 미국인의 몫으로 돌아갈 것

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지지층은 환호

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출신인 폴 고사 

연방하원의원은 “(취업비자 제한 조치

는) 좋은 소식”이라며 “면제 규정을 빡

빡하게 하고 미국인을 고용하자”고 트

위터에 적었다.

하지만 규제가 지나쳐 미국 경제에 오

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다. 자유주의 성향 카토연구소의 데이

비드 비어 분석가는 “미국 대기업의 

외국인 임원에 대한 L-1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경제 회복에 해가 될 것”이

라고 일침했다.

이번 조치는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

부의 다카(DACA) 폐지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 며칠 만에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다카는 16세가 되기 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게 31세까지 추방을 유예하고 학교나 

직장을 다니게 한 이민제도다.

트럼프, 이번엔 외국인 취업비자 발행 중단

구글-페북 등 직격탄

A11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출간 전부터 볼턴 전 

보좌관을 '괴짜', '무능력자'로 부르며 

볼턴 회고록의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

라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고록이 몰고 올 파

장을 우려해 출간을 차단하려고 한다

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볼턴 전 보좌관은 국내외 언론

과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

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낙

선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볼턴 회고록에 기밀이 담

겼다며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을 내기도 했으나 출간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

해 "볼턴이 법을 어겼다"며 미국 정부

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

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리트윗했다. 피

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

장은 전날 CNN방송에 나와 "고도의 

기밀 정보를 방대한 책 전체에 흩뿌

려 놓았다"며 "그는 책에서 나온 이익

을 얻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징역형 

위험도 있다"고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이 실제로 이익

을 몰수당할지, 미국 법무부가 국가안

보 위협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지는 현

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볼턴 회고록은 출간 전부터 사전주문

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 아마존 

베스트셀러 랭킹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인종차별 반대운동이 미국 전역

을 휩쓸면서 인기를 얻은 서적인 '백인

의 취약성: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얘기

하기 힘든 까닭', '인종차별 반대주의자

가 되는 방법'이 2, 3위로 밀려났다. 아

마존 베스트셀러 4위는 트럼프 대통령

의 친형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1981

년 사망)의 딸 메리가 저술한 '너무 많

고 절대 충분치 않다'가 차지하고 있다. 

이 책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노

골적 비판이 담겼다.

백악관 '감옥 간다' 경고에도

볼턴 회고록 공식 출간

사진 출처 : 아마존 캡처

사진 출처 : AP

광고문의
403.804.0961  l  403.800.8587

1995@thistime.ca   l   www.thistime.ca

5505 A 4th Street SE Calgary, AB T2H 1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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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a Great Experience

Begins with a great Agent.

COMMERCIAL

Gas Station in Stettler
•Asking Price : $2.49M
•Land, Building, Equipment, Gas Bar, C-Store & Liquor Store
•Lot Size 2,578 M2 & Building Size 3,300 sq.ft
• Highway Commercial, great exposure
•Total sales close to $6M

Gas Station in Lacombe
•Asking Price : $1.99M
•Land, Building, Equipment, Gas Bar, C-Store & Car Wash
•Lot Size 3,790 M2 & Building Size 4,331 sq.ft
•Highway Commercial, great exposure
•Total sales well over $4M
•Permit to built 4,000 sq.ft retail space in place

Grocery Store close to Calgary
•Asking Price : $1.8M
•Land & strip retail centre (3 Condo bays 6,499 sq. ft)
•Highway Commercial, great exposure
•Commission Agreement with Gas Plus
•Well maintained and operated
•Great opportunity to be your own Boss & landlord

Gas Station in Airdrie
•Asking Price : $600,000
•Business only
•Great location, potential to grow
•Proven records of success

Grocery Store close to Calgary
• Asking Price : $950,000
•Land, Building and Business
•Lot Size 5,750 sq.ft & Building Size 4,936 sq.ft
•Total sales $2.5M
• Well maintained and operated

Gas Station in Chestermere
•Asking Price : $750,000
•Gas bar & C-Store, Business only
•Great location, potential to grow
•Proven records of success
•Great opportunity to be your own Boss

Liquor Store in St. Paul
•Asking Price : $650,000
•Land, Building, Liquor Store, C-Store & Laundromat
•Lot Size 10,500& Building Size 4,840 sq.ft
•Great opportunity to be your own Boss & landlord

Commercial Land in Carstairs
•Asking Price : $930,000
•3.26 Acres (zoned C-1A Neighbourhood Commercial)
•Highway Commercial, great exposure
•Site for gas station, car wash, motel or many more
•Essential Services are in place

Commercial Land in Didsbury
•Asking Price : $330,000
•2.82 Acres(Zoned C-1 General Commercial)
•Highway Commercial, great exposure
•Site for gas station, car wash, or motel
•Essential Services are in place

Well Established Dry Cleaners in SW
• Asking Price : $150,000
•Great location, potential to grow
•1,023 SQ.FT, 5 year new lease in place
• Close to CO-OP, banks and many more retails
• Well maintained and operated
• Great opportunity to be your own Boss

Office Space in Montgomery
• Asking Price : $11/sq.ft plus $4.5/sq.ft Op cost
•Great location, close to U/C, COP and DT
•Total 4,410 sq.ft consists of 4 offices
• Fits for Church, accounting or legal office
• Assigned Parking available

  RESIDENTIAL
Well maintained 2 storey in Evergreen
• Asking Price : $539,800
• 4 bedroom & 3 1/2 bath 2,700sq.ft living space
• South facing backyard
• Fully finished basement
• Close to Shopping & Fish Creek Park

Well Built Townhome in West Springs
• Asking Price : $379,800
• 2 bedroom & 2 1/2 bath 1,320 sq.ft living space
• Beautiful court facing
• Fully finished basement
• Close to Schools, Park & Shopping

Coming Soon!
20,000 sq.ft retail strip mall near Calgary : $8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

사재판소(ICC)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

는 가운데, ICC 회원국들이 미국을 상

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C 123개 회원

국 중 67개국은 23일(현지시간) 발표

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구인 ICC에 변함없는 

지지를 재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ICC는 국제 사회 사법 질서에 필수 

불가결한 기여를 했으며, 전쟁범죄 면

죄에 맞서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고 이들 국가는 강조했다.

성명 초안은 스위스, 코스타리카가 작

성했으며, 미국의 동맹인 회원국들도 

일부 성명에 동참했다고 로이터 통신

은 전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가 공개한 성

명 참여국 명단에는 한국은 들어있지 

않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의 ICC 때리기에 대응해 나온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

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정

보 요원들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 중

인 ICC 인사들을 겨냥해 경제적 제재

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ICC 조사가 "인민재판"이라고 몰아세

우고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것을 용납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ICC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공

격들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방해

하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고 맞섰

다. 지난 3월 시작한 ICC 조사에서는 

2003∼2014년 아프간 주둔 미군, 아프

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아프간 정부

군의 전쟁 범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

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

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

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전범재판소 제재'

트럼프 명령에 맞서 67개국 공동대응

미국이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 프랑스

와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국가

들과 영국산 수입품 31억 달러(약 3조

7천277억 원) 규모에 대한 새로운 관

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 제품에 연

간 75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HO)가 

지난해 10월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관세가 실행될 경우 미국과 유럽

의 무역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

부(USTR)는 전날 밤 고시를 통해 올

리브와 맥주, 증류주, 트럭 등과 같은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산 항공기와 치즈, 요구

르트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7월26일까지 약 한 달간을 여론 수렴 

기간으로 정했다.

미국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보복

으로 지난해 10월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

함한 다른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

과키로 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부과하는 관세의 세율을 기존 10%에

서 15%로 인상한다면서 3월 18일부터 

이 조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 3조7천억 원 규모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검토

지난달 22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

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는 조종사

와 관제탑 직원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

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

지 언론과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굴람 사르와르 칸 파키스탄 항공부 장

관이 이날 의회에 보고한 사고 조사 초

기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사람

의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칸 장관은 "착륙 당시 조종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

데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자동조

종장치는 풀어 놓은 상태였다"고 설명

했다. 그는 "조종사는 물론 관제사도 

(안전 관련)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았

다"고 지적했다. 비행기에는 기술적 결

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칸 장관에 따르면 조종사는 착륙 과정

에서 자신감이 지나친 상태였다. 이 때

문에 해당 여객기는 규정보다 두 배나 

높은 고도에서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칸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

핑에서도 "조종사가 랜딩기어가 나오

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첫 

착륙을 시도했다"며 "그 상황에서 항

공기의 엔진이 땅에 세 차례 닿았다"

며 착륙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파키스탄 국제항공의 라호르발 

카라치행 A320 여객기(PK8303편)는 

지난달 22일 오후 신드주 카라치 진나

공항 착륙에 실패한 뒤 활주로에서 1

㎞도 안 떨어진 주택가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99명 가운데 97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국은 여객기의 블랙박스와 조종사

의 음성 녹음 기록을 확보해 조사를 벌

였고,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도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전문가 11명을 현지

에 파견했다.

97명 숨진 파키스탄 여객기 사고는 인재

"착륙 때 조종사 잡담"

사진 출처 : EP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봉쇄 조처로 그리스의 지난 4월 관

광수익이 1년 전보다 99% 가까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중

앙은행인 그리스은행 추산 결과 그

리스의 4월 관광수익은 700만 유로

(약 95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 5억4

천400만 유로(약 7천416억 원)에 견줘 

98.7% 줄었다.

그리스은행은 "지난 4월 그리스에 여

행 온 외국인 관광객이 3만8천 명으로 

작년 4월보다 96.2% 감소한 데다 여행

비 지출마저 평균 62.2%나 줄어든 영

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의 지난 1~4월까지 누적 관광

수익은 6억2천600만 유로(약 8천536

억 원)로 작년 동기보다 51.4%(6억6천

400만 유로) 감소했다. 또 1~4월 그리

스를 찾은 관광객은 36.1% 줄어든 것

으로 집계됐다.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그리스는 지난 3월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처가 시행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

격을 입었다.

그리스는 이달 15일부터 수도 아테네

와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 등으로 국

제선 여객기 입항을 허용키로 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

그리스 4월 관광수익 99% 격감

코로나 봉쇄로 직격탄

사진 출처 : AFP

독일 전역에 있는 건물 약 8900곳에서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다.

22일(현지 시각) EPA 등 외신에 따

르면, 이날 저녁 독일에서는 ‘불의 밤

(Night of Light)’ 시위가 진행됐다. 

이 시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

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이벤트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업계 종사자

들의 연대 시위다.

주최 측은 시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3월 10일부터 비즈니

스 이벤트, 컨퍼런스, 콘서트, 축제 등 

모든 종류의 이벤트가 (독일 내에서) 

금지됐다”면서 “이대로는 향후 100일

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벤트 업종에 연관된 사람들이 

대중의 관심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건

물에 빨간불을 켜게 된 것이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독일 내 약 8,900곳의 

건물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스위스 제

네바, 오스트리아 빈, 리히텐슈타인 등

에서도 참가가 이어졌다. 빨간색은 이

벤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나타내는 색깔이라고 한다.

시위대는 오는 23일 저녁에도 다시 한 

번 빨간불 시위에 돌입한다.

독일 8900개 건물에 '빨간불'

이벤트업 종사자 연대 시위

사진 출처 : AFP



A14 Thursday, June 25, 2020

인터넷 주문:  www.globalvitamins.ca 
전화주문,상담 : 587-966-3704 (통화,문자가능)
이메일: globalvitaminscanada@gmail.com
카톡 ID : Trinitymusic

글로벌 비타민(Globalvitamins.ca)은 캘거리에 있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로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은 물론 치료개선제, 허브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제품(500개 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최저가 판매를 추구합니다.

 500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  캐나다 최저가 판매!

www.globalvitamins.ca  로 온라인 주문 하시거나 
587-966-3704 로 전화주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 증가를 위한
최상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OVID-19 reg $42.95 $34.45

All-Life Colostrum
초유성분,면역강화

성인용

reg $38.95 $31.25

Ortho C+
고용량 비타민 C (3,000mg)와 
전해질의 결합 

성인용

reg $32.45 $25.95

L-Lysine
필수 아미노산 면역력 증가. 
감기염증 발생 감소

성인용

reg $66.30 $53.10

LavaRox
어린이 구강건강, 면역지원,
무설탕,유산균

아이용

reg $41.99 $35.99

Moducare  
아이들 면역력 지원, 
바이러스 감염 예방,항염증제

아이용

reg $31.95 $25.45

Vitamin D3 Liquid(Child)
면역력 증가. 액체형태 흡수율,
용량 최고 비타민 D3

아이용

Red FM 106.7 Mhz  www.ckbs.ca  Every Saturday 8-9 PM

2020 CKBS 캠페인

‘칭찬 합시다’

403-708-7325

ckbsca@gmail.com

www.ckbs.ca

광고문의:

@CKBS

한인라디오방송
Red FM 106.7 Mhz
Every Sat. 8:00pm-9:00pm
www.CKBS.ca

Emma's Taste of Asia

아시아 문화체험
엠마와 함께 하는

지난방송 듣기

www.ckbs.ca

FM 라디오와 소셜미디어의 결합체

2016 - 2018
손광용 300, 원종호 50, 김한 50, 김창열(경복궁) 100, 함명숙 100, 이순욱 100, 김창열(EDI) 1000, 수요미술 1000, 김창영 300, 

곽경숙 100, 김덕선 5000, 문한의원 100, 이미진 50, 이태영 100, 무명 40, 이윤혜미용실 300, 전권상목사 465, 이동원 100, 

하늘가족교회 200, 김하나 74, 박현수 100, 김문자 100, 이유식 200 조병준 200, SK이민법률사무소 200,  청야 김민식 100, 

2019
윤기철 1000, 윤병옥 300, 수요미술 1000, 조병준 200, SK이민법률사무소 200, 이유식 200, 김기문 200, 

조슈아리 300, 화요미술 100, 이현석 200, 정승사 100

2020 (6월 현재)
윤병옥 300, 강미숙 300, 이명숙 100, CKBS전아나국장 200, 이유식 200, SKRT Plumbing 150, 수요미술 500

애독자를 위하여 후원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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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ston Dr SW  Calgary, AB T3H 5P2   (한글학교 근처) 

403-246-4684

Business hours
11:30AM~ 9PM

런치스페셜
(11:30AM~ 4PM)

한식 / 일본 퓨전라면 . 돈까스

한식당

모모코 

. 테이크아웃 픽업주문

. 배달업체 딜리버리 서비스
  문의: 403-246-4684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新發地)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래 

누적 확진자가 250명에 육박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2

일 전국에서 2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

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고 23일 밝혔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본토의 경우 베

이징에서만 13명이 나왔다. 해외 역유

입 신규 확진 사례는 9명이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공식 통

계에 포함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22일 하루 동안 7명 나왔다.

베이징 당국은 코로나19가 통제 범위

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신파디 시장을 

중심으로 12일째 집단감염이 이어지

는 점은 여전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만 249명

에 달한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집

단 감염 환자가 1명 나온 이후 13일부

터 20일까지 두 자릿수의 신규 환자가 

쏟아졌다. 하지만 지난 21일 한 자릿

수로 줄었는데 22일 다시 두 자릿수로 

되돌아갔다.

한편, 이번 베이징발 집단감염은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돼 전역에 비

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래 허베이(河北), 랴

오닝(遼寧), 쓰촨(四川), 저장(浙江), 허

난(河南)성과 톈진(天津)시 등 6개 성·

직할시로 퍼져 베이징으로의 이동 차

단 등 각종 통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

다.

베이징 12일째 코로나19 초비상

누적 확진 250명 육박

사진 출처 : AF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 등지에

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을 상대

로 한 인종차별·혐오 행위가 이어지

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한 한국계 네덜

란드인 10대 청소년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무리 중 한 명에게 폭행

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종차별을 알리는 인스타그램 계정 

'jackfroot'에 따르면 사건 당일 5명의 

무리가 피해자에게 "뭘 보나, 코로나

에 걸린 암 덩어리 중국인"이라고 폭

언을 했다. 이후 이들은 20명의 무리

가 돼 다시 찾아왔고, 이 가운데 한명

이 잔디밭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발로 찼다. 이 

계정에는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함

께 게시됐다.

주네덜란드 대한민국대사관은 향후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인

종차별적 혐오행위가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네

덜란드 외교부와 경찰에 강력한 대응

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한국

인 유학생이 인종차별적 욕설, 협박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달 초 프랑스 

니스에서도 20대 한국 여성이 한 현지

인 남자로부터 인종차별과 심한 폭언

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지난 5월 마스크

를 쓰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이 과장되

게 기침을 하는 행동을 하는 한 남성으

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독일과 

영국에서도 지난 4월 한국인 유학생이 

폭행을 당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일부 단체가 "많

은 사람이 코로나19 진원지로 중국을 

언급하면서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

이 늘어나는 차별에 직면했다"면서 아

시아인 혐오·차별 사례를 고발하는 사

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아시아인 혐오

한국인·한국계 피해도

투어 형식으로 시즌이 진행되는 개인 

종목의 대표 격인 골프와 테니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양성 반응이 연달아 발생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지난

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

린 RBC 헤리티지 1라운드가 끝난 뒤 

닉 워트니(미국)가 코로나19 확진 판

정을 받았다.

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는 코로

나19 때문에 시즌이 중단된 가운데 세

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

아)가 기획한 미니 투어 성격의 아드

리아 투어에서 선수 3명을 포함해 5명

이나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골프와 테니스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BBC는 23일 "대회에서 사회적 거

리 두기 규정을 무시한 PGA 투어 선수

들은 '천하무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PGA 투어는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

십 1라운드를 마친 뒤 코로나19 때문

에 일정을 중단했다가 이달 중순 무관

중 경기로 재개, 찰스 슈와브 챌린지와 

RBC 헤리티지 2개 대회를 마쳤다.

BBC는 "선수와 캐디 사이의 거리 두기

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며 "클럽 

역시 선수가 직접 꺼내서 쓰는 것이 권

장 사항이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

다"고 지적했다.

또 투어 정상급 선수 한 명은 PGA 투

어로부터 오는 경고 메시지를 지웠다

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RBC 헤리티지에서 우승한 웨브 심프

슨(미국)은 워트니의 양성 반응 소식

을 듣고 "나의 이번 주 행동을 돌아보

게 됐다"며 "나름대로 행동을 조심했

지만, 더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

했다.

정규 투어가 아닌 아드리아 투어의 상

황은 더 심각했다.

14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끝난 

아드리아 투어 1차 대회에서는 4천명 

넘는 관중이 입장했고, 선수들도 거리

낌 없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포옹하며 

인사했다.

또 20일부터 이틀간 크로아티아 자다

르에서 열린 2차 대회를 앞두고는 출

전 선수들이 함께 농구 경기를 했는데 

2차 대회 도중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불가리아)

도 농구 경기에 출전했다.

디미트로프와 함께 농구 경기에 나선 

조코비치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

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드리아 투어 1, 2차 대회를 통해 공

개된 사진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영국 테니스 선수 대니얼 에번스는 

"이런 경기를 여는 것은 좋지만 2ｍ 사

회적 거리 두기는 농담이 아니다"라며 

"대회를 개최한 조코비치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골프·테니스 투어에서 코로나19 확진

'부주의·방심'의 결과

사진 출처 : 로이터

스페인에서 성모 마리아를 그린 명화 

복제화가 어설픈 복원 작업으로 훼손

되면서 미술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23일(현

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가 지

역의 한 미술품 수집가는 바로크 회화 

거장인 무리요의 성모 마리아 그림의 

복제화를 소장하다가 이를 손보는 과

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

다.

이 수집가는 한 가구 복원가에게 복제

화의 세척 및 복원을 맡겼다가 그림 속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완전히 못 알

아볼"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이 수집

가는 다른 전문가를 고용해 수습에 나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스페인

예술품보존협회(ACRE) 관계자는 명

화 복원 자격의 엄격한 관리를 촉구했

다고 NYT는 전했다.

이 그림의 원본을 소장 중인 마드리드 

소재 프라도 미술관은 이와 관련한 언

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비전문가에게 맡겨진 

명작이 졸지에 졸작이 되는 게 드문 일

이 아니다. 앞서 2012년 보르하시에서

는 100년 된 예수 벽화가 80대 신도의 

손에 맡겨졌다가 원숭이를 연상시키

는 형상이 되는 수모를 겪었다.

2018년 에스텔라시에서는 16세기 제

작된 성(聖) 조지 나무 조각상이 원작

과 달리 알록달록한 색으로 복원되면

서 미술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번엔 성모…

명화 잇따른 '복원참사'에 미술계 한탄

사진 출처 : 스페인 예술품보존협회(ACRE) 트위터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계정 'jackf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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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No1. 이민 법률 사무소

대표 허인령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ICCRC
캐나다 법무부 지정 공증 법무사

이메일: info@skimmigration.com  l  웹사이트: www.skimmigration.com  l  Fax: 1-866-661-8889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780-434-8500 (한국어)

      780-428-2267 (영어)

근무시간: 월~금 9AM - 6PM

고객무료 주차에드먼턴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403-450-2228~9 
     070-7404-3552 (캐나다)

근무시간: 월~금 9AM - 6PM

90분 무료 주차캘거리

카카오톡 ID : skimmigration 
*이제 카톡으로 상담받으세요!  

*업무시간에 상담을 받기 힘드신 고객분께서는

  주말 혹은 저녁시간에도 예약상담 가능합니다.

이례적 승률의 법조계 TOP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 전문 

Timothy J. Dunlap 과
SK의 종합 법률 업무

업무분야
  이  민

LMIA,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주정부이민, 
Express Entry, 사면, 가족초청 이민 , 번역, 공증
  법  률

교통사고, 상해(Injury), 운전중 과실(음주운전)
형사소송, 유언장       
           

이사문의: 780.616.5090
택배문의: 780.276.0888

■ 이사(시내.해외.귀국)
■ 국제택배(일반.귀국)

    
■ 차량운송(국내.국제)

■ 정수기. 공기 청정기 설치및 문의

North - 에드먼튼 아리랑 마트
South  - 2570 Rabbit Hill Rd NW

. 10KG 이상 무료 픽업 서비스

. 매주 금요일 출발

※접수처:

EDMONTON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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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센 Fussen

로텐부르크 옵 데어 타우버 Rothenburg ob der Tauber

뮌헨 Munich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유명한 퓌센. 루트비히 2세가 어린 시절을 보냈

다는 호엔슈방가우 성을 비롯하여 모두 3개의 성이 있다. 디즈니 동화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배경이 된 이 성은 백조를 너무도 사랑했던 루

트비히 2세가 백조의 모습을 따서 궁전을 지었다. '백조의 성'으로 알려

져 있는 그 유명한 노이슈반슈타인 성(Schloss Neuschwanstein). 세상

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한 미치광이 왕 루트비히 2세(Ludwig II)는, 

바이에른(Bayern)에 세 곳의 성을 건축했다. 그중 가장 먼저 지어진 노

이슈반슈타인 성이 퓌센(Füssen)에 있다. 깊은 산자락에는 어떻게 지

었을지 궁금증을 자아낼 만큼 깎아지른 절벽 같은 계곡과 드넓은 초원, 

그리고 고즈넉한 호수가 있다. 마리엔 다리가 유명한 것은 바로 이곳에

서 노이반슈타인 성을 제대로 관망하며 사진에 담을 수 있기 때문. 13

세기 말 건축된 호헤스 성은 벽에 그려진 착시 벽화로도 유명하다. 벽

의 창이나 벽돌이 모두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착시 벽화에 감탄

하게 된다. 8세기에 지어진 세인트 망 수도원 박물관은 퓌센의 바이올

린 및 류트 제작 과정이 전시되어 있다.  

타우버강 위의 빨간 요새라는 뜻으로 돌을 깍아 

닦은 로마식 도로를 따라 세워진 아름다운 마을. 

마치 동화 속에 온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예쁜 

색조의 중세 목조 건물이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

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15세기부터 전통

을 이어온 크리스마스 마켓(Käthe Wohlfahrt). 밤

이 되면 야경꾼으로 변장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

으며 마을 구경을 하는 재미가 더해진다. 970년 

건설된 마을로 2차 대전 종전 직전 피폭되어 도

시의 40%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피폭된 

지역이 근대에 건설된 지역이었다. 뒤늦게 중세

고도를 파괴한 것을 확인한 미국은 계획되었던 

추가 포격을 중단하고  전후 도시 재건 사업 후원

바이에른 주도인 뮌헨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잉글리시 가든에서 해마다 열리는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도

시 전체를 가득 채운 볼거리 또한 넘친다. 잉글리쉬 가든은 1790년 늪지대를 시민들을 위해 만든 공원. 하지만, 도시 전체를 가득한 

수 세기를 지나온 화려한 건물들로 볼거리 또한 넘친다. 신고딕 양식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신시청사 앞에는 매일 오전 11시

에 빌헬름 5세 결혼식을 재현한 춤을 추는 인형들을 보기 위해 여행객들이 모여든다. 신시청사 북쪽으로는 바이에른을 지배했던 바

텔스바흐 왕족이 살았던 레지던츠(1385년 건축 후 증축) 궁은 모든 공간이 황금색으로 장식되어 호화로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1589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호프브로이 하우스는 성을 방불케 하는 규모의 맥주 집, 유명한 흰 소시지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여행객과 합석하여 다양한 맥주를 맛본다. 바텔스바흐 왕족이 여름 휴양지로 이용했다는 뮌헨 남펜브르크 성은 독일에서 가장 큰 건

물로 좌우대칭이며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 12세기에 지어진 성 베드로 교회 첨탑, 7층 높이의 계단을 올라 뮌헨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다.  후기 고딕 양식의 걸작이라 평가받는 프라우엔 성당, 꼭대기의 쌍둥이 종탑과 양파 모양의 지붕으로 뮌헨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벤츠 센터, 2008년 신축하여 재개관한 BMW 박물관, 그리고 2006년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며 지은 미래적인 

건축미가 돋보이는 알리안츠 아레나가 있다. 

마리엔 광장에 위치한 신 시청사 / 사진 : 디스타임

독일은 1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 그중 바이에른주는 남동부에 위치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도는 뮌헨.  신비스럽게 솟아올라 있는 산봉우리들, 녹음 짚은 계곡, 바다만큼 넓고 고요한 거울 같

은 호수들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역사 속의 폐허와 여전히 굳건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성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면서, 장엄하게 펼쳐진 자연에서 멋진 중세 마을들까지 끝이 없는 여행의 재미를 선사

해 주는 바이에른을 소개한다. 

53 Ave SE

4
 S

t S
E

403.301.4851 ㅣ 403.801.4975 (문자, 카톡) ㅣ www.fairviewauto.ca  
                505 53 Ave SE  Calgary T2H 1K7

(*온라인으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캘거리 한인회관 & 시눅몰에서 5분)

무료 픽업 & 드랍서비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많은 고객분들을 응원 하는 마음으로 
무료 픽업 & 드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거리 한정)

코로나19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403.301.4851 / 403.801.4975

무료 스팀 클린서비스
핸들, 도어트림 등등 한정으로 무료 스팀클린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자료 참고: Touropia / 정리: 백전희노이슈반슈타인 성 / 사진 : 디스타임

로텐부르크 옵 데어 타우버  / 사진 : 디스타임

바이에른, 독일 Bavaria, Germany (6)

했다. 시청광장의 벽시계인형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계 창문이 열리면서 등장한다. 마이스터 트룽크라고 

불리는 인형은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1631년 적군 장군으로부터 포도주 한 통(3.25리터)을 단숨에 마시면 시민을 학살하지 않겠다

는 제안을 받고 자원해서 포도주 한 통을 다 마셔 시민들을 구해 낸 시장의 이야기를 재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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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 수원성을 지나는 미 제25사단의 모습 (1951.1.25)

▲ 구조물이 구부러진 대동강 철교, 자유를 찾아 피난하는 생명선이었다
     (1950.12.3)

▼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어 온 공산 포로들 (1951.12.10)

사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우리 한인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신문사도 재택근무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스타임 웹사이트 �������������를 방문하시면 캐나다의 실시간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과 함께 
지면 신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정상 신문 픽업이 어려우실 경우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
댁 문 앞까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길 기원합니다.

이윤혜 머리방

Hair & Skincare
JP’s 

◆ HAIR CARE
컷 / 펌 / 염색 / 하이라이트 / 코팅

◆ SKIN CARE
영구화장 / 미백 / 문신

여드름, 흉터, 점, 검버섯 제거 / 제모

◆ 천연화장품 아토미 판매

2311(Down) Richmond Rd SW,
Calgary, AB T2T 5C9

403 680 5533예약 :

■ 차량 고쳐 드립니다.
    스크레치 · 녹슨 것 · 조금 부서진 것

인천 맥가이버
587 707 5837 조병준

BEFORE AFTER

■ 데크 수리 · 새 데크 만들어 드립니다. 

■ 그린 하우스 만들어 드립니다. 

■ 집 페인트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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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Jamb Mountain
Bow Valley Wildland P.P  2020.06.20 캘거리 한인산악회 산행

사진으로 만나는 로키

스트레스가 살을 찌게 하는 큰 요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체중감량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호르몬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로  지방을 몸속에 축적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비슷한 양을 

먹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지방을 뱃속에 쌓아두게 되고 또 이런 스트레스는 간의 기능을 저하시켜 신진대사와 식욕 조절을 방해해 폭식을 초래하는 등 다

이어트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갑자기 살이 찌는 분들의 경우는 정확히는 살이 아닌, 부종을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부어있다는 것은 체내에 독소와 노폐물

이 쌓여 있다는 증거인데요, 혈액순환이 활발하지 못하면 몸이 잘 붓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근본적인 체중감량의 요인들을 없애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요가 동작과 전신의 붓기 또한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스트레칭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YOGA SONG - HAYEON을 찾아 구독하시고, 최근 영상에서 STRESS Relief Yoga- Fantastic Flow 영상을 찾아보시면 더 많은 동작도 함께 배우실 수 있을 거에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STREE Relief Yoga- Fantastic Flow 영상을 보시며 웜업부터 마무리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따라 해주세요. 아침에 해주셔도 좋구요, 어떤 시간대도 좋으니 호흡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가 너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요가 수련해 주시기를 권해드려요.

스트레스성 비만, 즉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찌신 경우는 습관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뭔가를 먹어야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탄수화물이 많

이 함유된 흰빵, 떡보다는 적은 양으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견과류를 간식처럼 드시고,  몸의 붓기를 제거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수시로 물 마시기를  추천해 드립

니다. 아침과 낮에는 과일도 충분히 드시고 고기를 드실 때는 밥양을 조금 줄이고 샐러드 야채를 같이 드셔서 열량을 낮추는 노력을 해보세요.  체중감량의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

도 밝아지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찾아올 거에요. 

그리고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제 요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하기 싫

거나 게을러지고 싶을 때마다 저와 함께 재미있고 스트레스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땀도 적당히 나고, 기분도 훨씬 상쾌해질 거에요.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요가쏭이 늘 응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자세는 전사자세 3변형입니다.

한발 서기 동작을 변형한 동작으로 코어의 힘을 기르기 위해 크런치(Crunch) 액션

을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합니다.

 

STEP 1.
두 손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한발을 띄어 엉덩이 높이 정도로 올려줍니다.

STEP 2.
복부를 수축하며 내쉬는 숨에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보내줍니다. 

STEP 3.
들숨에 척추를 곧게 피며 다시 구부렸던 무릎을 펴 발을 멀리 보내줍니다.  

5-10회 정도 반복해주시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해주세요. 

POINT!
두 엉덩이의 높이를 갖도록, 즉 골반의 균형을 찾아보도록 연습해보세요.

두 번째 동작은  LIZARD POSE+ PUSH UPS입니다.

깊은 힙 스트레칭 동작으로 하체의 순환을 돕고 팔굽혀펴기 동작으로 상체의 근력

을 키우고 아름다운 어깨와 슬림한 팔을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STEP 1.
다운독(견상자세)자세에서 한 다리를 같은 방향의 손 바깥쪽으로 보내줍니다. 무릎

과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해줍니다.

STEP 2.
뒤에 펴져 있는 다리의 무릎은 바닥에 내려놓거나,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바닥에

서 뗀 후, 다리를 펴 주셔도 좋습니다.

STEP 3.
이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 바닥에 내려줍니다. 닿지 않는다면 팔꿈치를 

뗀 상태에서 푸쉬업을 반복하셔도 좋아요. 팔꿈치를 구부릴 때마다 엉덩이의 자극

도 더 깊게 느껴질 거에요.

POINT!
어깨를 귀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고, 팔꿈치를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조인다는 느

낌으로 손목과 팔꿈치가 같은 선상에 있도록 유지해주세요. 

전신의 붓기를 쫙 빼고

첫 번째 두 번째

요가 칼럼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요가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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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롯은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 

성문, 정의와 불의가 모두 행해질 수 있는 곳 

도시의 장로들이 모여 중요한 사법적 판단을 하

는 성문은 정의와 불의가 동시에 행해질 수 있

는 민감한 장소였다. 선진국일수록 사법권의 완

전한 독립이 보장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통

해 사회 정의를 수행하지만, 후진국일수록 사법

권은 여러 기관, 특히 최고 통치자의 눈치를 보

고 원칙이 없는 판단을 하게 된다. 게다가 뇌물

의 유무에 따라 죄의 경중이 가려지는 '유전무

죄, 무전유죄'의 타락상을 보이기도 한다. 

주전 8세기 중엽, 솔로몬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

스 선지자가 집요하게 지적한 문제도 바로 무너

진 사회 정의와 사법권의 타락이었다. 성문에서 

이루어지던 재판은 뇌물의 유무에 따라 죄의 유

무가 결정되었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억

울함은 가히 하늘에 미칠 지경이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

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

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 암 5:12 

성문에 앉아서 사법적인 최종 판단을 하는 장로

들은 어떤 외압과 청탁, 뇌물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의 장로들은 부정부패

와 불의의 유혹에 쉽게 타협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

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 시 24:7 

시편 기자가 은유적으로 묘사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는 말은 성문에서 이루어지

던 재판과 관련된 표현이다. 영광의 왕이 성 안

으로 들어가신다면 그를 맞이해야 할 성문에 앉

은 장로들은 당당히 머리를 들고 영접해야 마땅

하다. 그러나 불의와 유혹 앞에 쉽게 타협해 온 

장로들이라면 어찌 만왕의 왕을 당당하게 머리

를 들고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자만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만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성문의 재판관들이 공의를 세워서 부

끄럼 없는 재판을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

모스 선지자의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는 촉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 암 

5:15 

온갖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 쉬운 사

람들이 성문에 앉은 재판관들이다. 큰 성읍의 

경우 왕이 직접 재판관을 선임하기 때문에 이들 

은 감히 왕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이미 권력 구조상 부조리와 불의가 행해질 수밖

에 없는 유착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헤롯왕 때 최고 재판기관이었던 산헤드린 법정

의 멤버들은 헤롯에 의해 임명되었다. 한번은 

산헤드린이 헤롯왕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자, 

헤롯왕은 70명의 산헤드린 멤버를 모두 죽이

고 새로운 멤버들로 다시 채웠다. 이러한 상황

에서 어느 누가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불

의한 판결과 싸우겠는가? 남유다 말기의 시드

기야 왕에게 반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간혹 

목숨을 내놓고 공의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사법 체계 내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기

대하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이 땅에 있는 성문들과는 다를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도시는 권력 구조상 언제든 부정부

패와 부조리가 틈탈 수 있지만 사람의 손이 닿

지 않은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서는 완벽한 공의

가 행해질 것이다. 밤이 되면 문이 닫히는 이 땅

의 성문과 달리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항상 열

려 있을 것이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 계 21:25 

성문에 앉는다'란? 

성읍의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중요한 사법적 재

판을 하던 성서시대에 '성문에 앉는다'는 말이 

주는 의미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현숙한 여

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그 성읍의 장로들과 함

께 성문에 앉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잠

언 말씀도 새롭게 와닿을 것이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

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 잠 31:23 

'지구촌’, ‘세계화'라는 말은 이미 너무 익숙해

서 구태의연하게 느껴질 정도다. 세계가 비좁

다 싶을 정도로 현대인은 종횡무진 누비고 다

닌다. 그러나 성서시대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자기가 태어난 성읍 바깥을 밟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들에게 성읍의 존

경 받는 장로들이나 앉는 '성문에 앉는다'는 것

은 최고로 출세한 상황, 즉 '입신양명’(立身揚

名)을 뜻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두 천사가 소돔 성을 방문했

을 당시 성문에 앉았던 롯은 아마도 이방인으로

서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소돔 사회에 적응해 

내로라하는 위치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이었던 모양이다. 따라서 '롯이 성문에 앉았다'

는 말은 롯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출처: 류모세, 두란노 출판사

류모세 선교사  

8년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대학생들에게 일대일로 성경을 가르쳤다.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경은 성서 시대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다. 온누리교회 소속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이스라엘 투데이> 편집장, <현장 체험 성경일독학교> 프로그램을 성지 이스라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의 대표이다. 또한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강남 백병원에서 한방과장을 역임했으며, 히브리 의대 세포생리학 석사 과정과 히브리 의대 약리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성경의 비밀을 푸는

생활풍습 이야기 (142)

예루살렘 구 도시로 들어가는 다마스쿠스 성문

캘거리 사랑의 교회
Calgary Sarang Presbyterian Church

영혼의 울림이 있는 예배
주 일 예 배
( 영 어 통 역 ) 
수요성경공부 

1 :30PM 

 7:00PM

예 배 시 간

50 Millrise Blvd SW, Calgary, AB T2Y 2E7
cspc.kr (은혜로운 설교영상)ㅣ403) 796-8910ㅣezrason12@gmail.com

Fish Creek 역에서 
도보 5분

유 초 등 부

중 고 등 부

1 :30PM

3: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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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담 임 목 사

유 초 등 부

중 고 등 부

손승희

경미옥

김신희

캘거리 남쪽에 위치

유투브(youtube.com)에서
‘캘거리사랑의교회’ 검색

주일 1:30pm 예배 생방송

EDMONTON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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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활정보

새로 나온 캐나다의

음식 가이드(2)

캐나다의 음식 가이드는 2019년 새로 개정되었으며, 노인은 물론 여러 연령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음식을 권장하고 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침, 점심, 저녁 매끼마다 

적어도 반 이상을 채소와 과일로 섭취해야 하며, 4분의 1(25%)은 곡류, 25%가 단백질이다. 또한 음료는 물을 권장하고 있다.

주의: 아래의 음식별 권장량이나 내용은 당뇨, 신장병, 심장병이나 간 질환이 없고, 대체로 건강한 노인을 위한 권장량이니 참고하기 바라며, 앞에서 언급한 만성질환이 있거나

영양 섭취에 관하여 질의가 있을 경우, 영양사와 의논하여 본인에 맞는 식단과 음식량을 조절하기 권한다. 

이번 주에는 단백질 섭취에 관한 정보를 알아본다

단백질 섭취에 이상적인 음식 

견과류, 씨앗과 견과류로 만든 버터

콩류, 완두콩과 렌틸콩 등

두부, 두유와 다른 콩으로 만들어진 식품

생선, 조개류, 계란, 지방이 적은 고기와 가금류의 고기

우유, 요거트, 치즈와 다른 유제품

견과류와 씨앗 구입 시

 • 꼭 ‘unsalted’와 ‘dry roasted’나 ‘raw’ 한 것을 구매한다.

 • 견과류 버터는 시중 판매하는 가공된 피넛버터 등을 구입하지 말고

 • ‘natural’ 견과류 버터를 구입하여 첨가된 지방이나 설탕이 없는 것으로 한다.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

 •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에 직결되는 동물성 단백질들 중 특히 붉은 고기 (소, 돼지, 양 등)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 

 • 하지만, 아예 섭취하지 않거나 충분한 섭취를 하지 않으면 특히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때문에, 식욕감퇴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즐기던 단백질 섭취가 어렵게 될 경우,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식품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단백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면역력을 길러 건강에 도움을 준다.

 • 상처 치유를 도와준다.

 • 근육 손실을 늦춰준다.

 •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준다.

 • 비타민과 미네랄이 체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식사를 좀 더 포만감 있게 만들어 준다.

 • 혈당 레벨 발란스를 도와 에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음료와 오일에 관한 정보를 알아본다. 

정보 제공: 실비아 송(알버타 헬스 다문화 공보원), 
정리: 백전희

산재보험

비지니스보험  5M Business Insurance

mswchun@gma i l . c om   l   www . c ho i c e ex t e r i o r s . c a

■ RESIDENTIAL
캐나다 건설회사와 직접 계약하여 
Roofing /  S iding /  Gutter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 Cochrane  -  150 un i t  25  bu i ld ing  townhouse 
■ Airdrie  -  66 un i t  33 bu i ld ing  duplex
■ Edmonton -  30 un i t  5  bu i ld ing  townhouse 
■ Edmonton -  105 un i t  17  bu i ld ing  townhouse 

현재 진행중인 공사

One of the Best Commercial / 
Residential Roofers in Alberta

ALBERTA 전지역, 
BC주 시공 가능합니다. 

*etc. Asphalt Single, Rubber Roofing, Cedar Shake, Clay Roof Tiles, Exterior Stucco

403-890-7105
C A L G A R Y

EDMONTON

#9 525 75  Ave SW Ca lgary  AB,  Canada T2V 1R8
2020 Ga l loway P l ,  Sherwood Park ,  Edmonton AB T8A 2N4

METAL ROOFING

METAL WALL PANEL STUCCO WALL

TORCH ON FLAT ROOFING

Flat Roofing / Metal Roofing / Exterior
■ COMMERCIAL  -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BEST QUALITY SERVICES  를 제공합니다. 

Asking Price: $529,000
Gross Revenue: $1.08 mil./yr
Gross Profit: $225K/yr
Net Income: $170K/yr
1.5 hrs from Calgary

Liquor Store w/ Property

Asking Price: $199,000
Gross Revenue: $850K/yr
Gross Profit: $200K/yr
Net Income: $120K/yr
Nice set up and low rent
1 hr from Calgary

Liquor Store

Size: 500 ~ 4,000 sq.ft.
Low rent and OP
Lots of free parking spaces
Long-term lease available
SE Calgary

Lease Space (office)

Asking Price: $1.7 mil.
Gross Revenue: $2.04 mil. (2019)
                            $2.2 mil. (2020)
Gross Profit: $420K/yr
Net Income: $270K + other income
Located in northern Alberta

Liquor Store w/ Property Gas Station w/ Property
Asking Price: $2.99 mil. 
Gross Revenue: $8.5 mil. (2018)
Gross Profit: $1 mil./yr
Building Size: 11,400 sq. ft.
Land Size: 5.4 acres
Northern Alberta

Asking Price: $2.39 mil.
Gross Revenue: $2.9 mil./yr
Gross Profit: $460K/yr
Net Income: $370K + other income
Building Size: 5,000 sq. ft.
Southern Alberta

Gas Station w/ Property

Asking Price: $450,000     
Gross Revenue: $3.3 mil./yr
Gross Profit : $650K/yr
Net Income: $350K/yr
High return on investment
Located in an Indian Reserve

Gas w/Convenience Store

Asking Price: $79,000
Gross Revenue: $500K/yr
Gross Profit: $95K/yr
Net Income: $60K/yr
1.5 hrs from Calgary

Liquor Store (C4287642)

Asking Price: $1.09 mil.
Gross Revenue: $1.2 mil./yr
Gross Profit: $260K/yr
Net Income: $180K/yr
40 min. from Calgary

Grocery Store w/ Property

Up to 26,000 sq.ft.
Low rent and OP
Lots of free parking spaces
Long-term lease available
Near Chinook Centre

Lease Space (retail)

Asking Price: $440,000
Newly Set Up Business in YMCA
Sale increasing monthly
Located in Lethbridge

Jugo Juice (C4285015)

Reduced

C/S

Asking Price: $2.89 mil.
Building Size: 14,500 sq.ft.
Land: 0.83 acres
Well maintained office building
SE Calgary

Building for sale

정화용
부동산

Office: 403-547-8401

Fax: 403-374-1710

#200, 1822-10 Ave. SW

403-874-4989
Fax: 403-698-7513

jungrealty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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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40.5858  l  www.cobeesliquor.com  l  cobeesca@gmail.com  

*가까운 리커스토에서 주문 또는 구매 가능합니다. 

Fitz Beer

799666

처음처럼
Rich 20%

761987

처음처럼 순하리
Yogurt

812873

처음처럼 순하리
Grape

815897

처음처럼
Original 17%

809872

처음처럼 순하리
Peach

790874

처음처럼 순하리
Blueberry

805859

처음처럼 순하리
Citron

809871

처음처럼 순하리
Apple

781273

처음처럼 순하리
Strawberry

800833

Kloud Beer

780168

국순당 막걸리
Peach 3%

781829

국순당 막걸리
Banana 4%

781828

국순당 막걸리
Ssal 6%

799667

대장부
21%, 360ml

791666

대장부
20%, 375ml

791667

청하
14%, 300ml

256255

빙탄복
792535

복분자음
783555

설중매
590737

백세주
556852

처음처럼
Chummy Cool

832892

처음처럼 순하리
Calamansi

821175

주문번호:
832892

Cool
Chummy

“신제품”
부드럽고 깔끔한
신개념 소주

375mL37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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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있어도

날을 수 없고

지느러미 있어도

헤엄칠 수 없는

새장과 어망에 갇힌 몸

구름 한 점 없고

티 한 점 없는

높고 푸른 하늘에

언제 날개 펴고

훨훨 날을 수 있으리

서로 잊혀짐의 깊은 계곡

단절의 낭떠러지기

어둠과 두려움뿐인 비닷 속

허우적 버둥대는

영혼들 

바람이 스쳐지나 듯

얼음덩어리 햇빛에

녹아 스러지듯

조여오는 걱정과 고난

지나가리 지나가리

홀로 갇히어

살아온 날들 돌아보며

이웃과의 관계

하늘의 뜻 생각하며

긍휼 베푸시는

그분께 회개하는 나날이 되리

문 밖으로 나설수 없어도

운계 박충선

운계 박충선

6월의 첫날에 멀고 먼 곳의 하늘을 보았네

또 한 해가 가고 오는 곳에서 나를 잊듯이

우주선이 무한대로 우주를 선회하고 안착을 하듯

나 이제 하늘을 보며 쉬어야겠다

6월에 사과꽃 피지 않아도 좋고

라일락꽃이 호숫가에서 나를 부르지 않고

로키산 계곡 자작나무에 새순이 솟지 않아도

그리움을 삭히는 길을 떠나야겠다

산새들 울지 않고

보우강의 물고기 떼들 갈 곳을 잃어도

민들레꽃 홀씨로 날아가는 나의 영혼

석양 노을에 서서

때 이른 하품을 하는 6월을 맞이한다

싱그러운 풀잎을 다시 볼 수 없다 해도

나 홀로 찾아가는 6월의 하늘

들장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며

파아란 하늘에 녹음과 내가 익어가리

6월의 하늘

민초 이유식
시인, 캐나다 민초해외문학상 제정자

민초 이유식

문달부

도화지에 펜화

215mm x 280mm

손 쌤의 왁자지껄 음악이야기

성악과 대중성의 결합

팬텀 싱어 (2) 

드디어 시즌 1이 시작되었다(현재는 시즌 3)

2016년 팬텀싱어를 한다고 광고가 나가자 

많은 남자 성악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중

창 팀을 만든다고 하니 성악전공자들이 가

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

니 성악과 학생부터 졸업생 국내 활동 중인 

성악가, 해외 공부 중인 성악가, 해외 활동 중

인 성악가, 뮤지컬 배우, 록커. 연극인, 일반

인, 중학생, 국악인 소리꾼 등 정말 다양한 사

람들……저마다 한 노래한다고 자랑하는 사

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방송을 시작하죠.

방송이 시작되자 모두 다 놀랐다.

방송을 준비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비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성악가들 데리고 팝송

이나 부르는 크로스 오버가 될 것이라고 전

망했고 이도 저도 아닌 색깔 없는 음악의 향

연이 될 것이라고 비관론적인 예상이 튀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 회 시작되었을 때 전 국민은 놀랬

습니다.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인간은 너

무 많다는 것, 전공생 뺨치게 노래를 잘하는 

일반인들도 너무 많다는 것이고. 첫 회 예선

에 나온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노래 실력이 

출중하다는 것이었죠.

팬텀싱어는 기본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은 사

람들이 대다수 지원했고 치열한 사전 심사를 

거쳐 월등한 기량의 참가자들을 1회부터 출

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1회부터 공연

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던져줄 

수 있었던 거죠

심사위원

성악 기반 발성으로 참가한 참가

자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가수, 뮤지컬 감독, 뮤지

컬 배우, 성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을 모시고(?) 경연에 들어갔습니다. 

각자 자신 분야의 매서운 눈으로 참가자들

을 분석했고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며 점수

를 매기고 등수를 가려가면 진행이 되었습니

다. 처음에는 1:1 대결, 거기서 옥석을 가리고 

추려진 참가자들로 2:2 대결을 벌이고 그런 

식으로 차례로 경연의 최고수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심사위원과 참가자

들로만 진행되죠. 그러다 최종 결승은 관객

들을 초청해서 실제 투표와 심사를 합해서 1

등 팀을 뽑게 됩니다. 그렇게 시즌 1, 2가 진

행되었고 그 뒤 한참 만에 이번 시즌 3이 열

리게 되었습니다.  

시즌 3

시즌 1과 2도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으나 3

년 만에 이번 시즌 3가 시작되었고 또 다른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국내

를 넘어 클래식의 본고장! 독일 · 이탈리아 · 

프랑스 …등과 뮤지컬의 메카! 미국 브로드

웨이 와 영국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 중

인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의 참가. 기존의 클

래식, 뮤지컬, 팝페라, K-POP, 국악, 해외 팝, 

록, 힙합, 재즈, 민요, 라틴..등 장르에 얽매이

지 않는 최고의 노래꾼들이 몰려왔습니다.

더욱 파격적으로 돌아온 크로스오버 남성 4

중창 결성 프로젝트 ‘팬텀싱어 3’이 시작된 

거죠.

손 쌤(손지현)
성악가. 합창지휘자. 보컬트레이너

현재 Voice Master 대표 
voicemasterson@gmail.com

그림을 사랑하는 분들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thistime19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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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이유식

시인

냉장고·주방 청소는 레몬소주로

레몬소주(레몬을 얇게 잘라 소주에 섞은 것)는 

세정제 역할을 한다. 냉장고나 주방 등에 

분무기로 뿌리고 닦아내면 된다.

자료: 캘거리 시청, 에드먼턴 시청 / 정리: 백전희

장작 때기

어딜가나 사람으로 가득한 한국과는 달리 사람이 그리운 알버타의 삶. 코비드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사람 보기가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규제도 완화되었고 주민들의 자가 위생 규칙 지키

기도 익숙해져 만나고 싶은 이들은 만나야겠다는 마음이다. 날씨 좋았던 지난 주말 공원에는 사람들로 가득해 장작을 때기도 하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여름이면 뒷마당에서 지인과 친구들

을 초대해 화덕에 장작을 때며 고기도 굽고 와인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며 낮인지 밤인지 모를 밤늦은 시각까지 수다를 늘어놓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백야드에서 화덕 이용이 잦아진 계절, 에드먼턴과 캘거리시에서 정한 화덕 안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캘거리 시청 웹사이트 ‘Fire Pit Safety’,  에드먼턴 시청 웹사이트 ‘Fire Pits’를 참

고하기 바란다. 

100% 내츄럴 공기 청정 스프레이  
깨끗하고 안전한 성분으로 캐나다에서 100% 수공예 생산
지금 언와인드에서 주문하세요!
White Cedar, Red mandarine, Rosemary, White Sage, Green Mint, 
Hemlock 등등 자연적 항바이러스성 약초로 만들어집니다.

Booking: 403-813-5951 (전화/문자)

Email: info@unwindcalgary.com
www.unwindcalgary.com

언와인드 테라퓨틱스

현대인이 갖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나쁜생활,식습관등으로 인한 체온저하는 모든질병의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주열이란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 온열기를 이용하여 인체의 적정온도인 36.5c 를  유지시키므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면연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질병의 근원을 줄여주고 인체를 
이완시키는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법은 우울증, 교통사고 후유증, 저체온, 관절염, 심한두통, 암세포 조절 등의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주열 치료
(HEAT THERAPY)

NEW언와인드              Therapy 

403-813-5951  info@unwindcalgary.com

면역력 높이는 체온 1°C의 비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불리는 호흡기 질환을 신체의 면역력으로 이겨냈듯이 
정상적 체온유지를 하고 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있습니다.

체온1°C가 떨어질 경우 면역력은 30%,
반면1°C가 상승하면 면역력이 50% 증가합니다.
집에서 손쉽게 체온을 올리는 온열요법 주열기를 소개합니다.
언와인드가 주열기 구매를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403-813-5951   info@unwindcalgary.com

코로나 비상! 면역력으로 이겨내세요!!
COVID-19

치료서비스

◆ 한의학:  침, 한약, 부황

◆ 아이피엘 레이져: 피부, 제모

◆ 심리상담

◆ 마사지 & 카이로프렉틱 (Chiropractic) 테라피 

◆ 페이셜 관리, 미용 (속눈썹 연장, 눈썹 반영구) 서비스

◆  점, 검버섯 제거 

100% 내츄럴 공기 청정 스프레이  
깨끗하고 안전한 성분으로 캐나다에서 100% 수공예 생산
지금 언와인드에서 주문하세요!
White Cedar, Red mandarine, Rosemary, White Sage, Green Mint, 
Hemlock 등등 자연적 항바이러스성 약초로 만들어집니다.

1. 주열기와 Invocation 제품; 무접촉 배달 가능
2. 온라인 건강/다이어트 프로그램 (On-line Health & Weight Loss Program)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 복합치료사 크리스티가 집에서도 면역력과 건강을 
지켜주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태와 목표를 
상담을 통해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Living Tips

캘거리 에드먼턴 

건축물(주택, 나무 덱, 담, 차고 등 포함) 및 가연성 물질과 최소 2 m 이상 거리 유지. 화재가 날 수 있는 건축물, 대지 및 기타 가연성 물질로부터 3m 이상 거리 유지.

화덕은 땅바닥, 벽돌 또는 석재 또는 내화성 용기에 설치해야 한다. 
모든 면이 벽돌, 콘크리트 블록, 무거운 쇠 또는 기타 비금속 가연성 물질 등으로 
완전히 에워싸여 있을 것.

화덕은 높이는 75cm와 개구부는 넓이 1m를 넘지 말아야 한다. 화덕의 높이는 60cm를 개구부는 1m를 넘지 말아야 한다.

나무가 타고 있을 시, 불연성 망사 스크린 또는 불꽃 보호막을 설치하여 
불씨 확산을 막도록 개구부가 덮여 있어야 함. 직경 최대 1.24cm를 넘으면 안된다. 

나무가 타고 있을 시, 불연성 망사 스크린 또는 불꽃 보호막을 설치하여 
불씨 확산을 막도록 개구부가 덮여 있어야 함. 직경 최대 1.25cm를 넘으면 안 된다.

태울 수 없는 물질 (Rules for fire pits)참고할 것 태울 수 없는 물질 (Rules for fire pits) 참고할 것

불을 끌 수 있는 수단(물 호수, 물이 가득한 양동이)을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하고 
불을 절대 방치해 두지 말 것 

불을 끌 수 있는 수단(물 호수, 물이 가득한 양동이)을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하고 
불을 절대 방치해 두지 말 것 

화덕 이용 가능 시간
일~ 목: 오전 10시~ 자정까지, 금~토: 오전 10시~새벽 1시까지

밤늦게 화덕 이용을 자제할 것. 
(에드먼턴시에서는 특정 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권고 사항만 있음)

주민 화덕 이용 불만 신고 311 / 화덕 불 통제 불가능 신고 911 주민 화덕 이용 불만 신고 311 / 화덕 불 통제 불가능 신고 911

백야드 화덕(Fire Pits)에서

에드먼턴 화덕 규정 / 사진 : 에드먼턴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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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Babe는 하모니카 연주자로 유

명한 US 뮤지션 리틀 월터(Little 

Walter, Marion Walter Jacobs)가 

1955년 발표한 블루스 스탠더드 곡

으로 US R&B 1위에 올랐다. 2008년 

블루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작곡가 윌리 딕슨(Willie Dixon)이  

만들고 체스사 사장 레너드 체스

(Leonard Chess)가 프로듀서를 맡았

다. 시스터 로제타 샵(Sister Rosetta 

Tharpe)이 1939년 This Train이란 제

목으로 발표해 크게 인기를 얻은 가

스펠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을 개작한 것이다. 윌리는 편곡을 다

르게 하고 가사를 세속적으로 바꿨

다. 

체스사를 영화화한 다넬 마틴(Darnell 

Martin) 감독의 2008년 작 <캐딜

락 레코드(Cadillac Records)>에서

와 달리 이 곡은 유니버셜에서 녹

음한 것으로 보인다. 체스사가 정식

으로 자신의 스튜디오를 가진 것은 

1956년 혹은 57년이기 때문이다. 월

터가 하모니카와 보컬을 맡았고 윌

리가 더블 베이스, 프레드 빌로우

(Fred Below)가 드럼, 로버드 락우드

(Robert Lockwood)와 레너드 캐스턴

(Lenonard Caston)이 기타를 쳤다.

가스펠을 대중적으로 편곡해 인기를 

얻은 것은 레이 찰스(Ray Charles)의 

June 27, 빌보드 100

1

4 Savage
Megan Thee Stallion 
Featuring Beyonce

5 Blinding Lights
The Weeknd

The Bigger 
Picture
Lil Baby

3

Rockstar

DaBaby Featuring 
Roddy Ricch

2

Trollz
6ix9ine & Nicki Minaj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김종인 미래통합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주자 언급에 "

꿈도 꿔본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최근 당 비례대

표 초선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당의 차기 대

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의원들 질문

에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고 언급했다

고 보도했다. 이날 해당 보도가 큰 화제가 되

자 백 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

대선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나는 지금 일이 제

일 재밌고 좋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넘겼

는데 보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혹시 오해받

을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

붙였다.

'요식업계 대부'로 불리는 백 대표는 여러 방송 

활동을 통해 요리의 대중화, 골목상권 살리기, 

식자재 소비를 통한 농어민 부담 덜기 등에 

앞장서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지

역 곳곳 침체한 음식점에 '솔루션'을 제시하며 

재기할 기회를 주는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

당',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맛남의 광장', 생방

송 요리 강연 MBC TV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 등에 출연 중이다.

백종원 대선주자?

"꿈도 꿔본 적 없고 지금 일이 좋습니다"

김종인 통합당위원장(좌)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I Got A Woman이 시초다. 이 곡은 It 

Must Be Jesus란 곡을 개작한 것이다. 

레이의 곡이 R&B에서 1주간 1위를 차

지한 데 비해 이 곡은 5주간 1위를 차

지하며 체스사 초기에 가장 큰 히트 

곡 중 하나가 되었다. B면은 My Babe

의 연주버전인 Thunderbird다.

월터는 하모니카계에선 색소폰계의 

찰리 파커(Charlie Parker), 혹은 기타

계의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에 

비견되는 인물이다. <캐딜락 레코드>

를 보면 하모니카로 기타와 배틀(실

제로는 협연)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

만 월터는 하모니카 연주자로는 유일

하게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

이다. 하지만 38살의 젊은 나이에 관

상동맥혈전으로 사망했다.

 참조 : hyunjiwoon.tistory.com

Little Walter / 1955

My Babe

OLD POP  

          REVIEW

My Babe

My baby don't stand no cheatin', my babe

Oh yeah she don't stand no cheatin', my babe

Oh yeah she don't stand no cheatin'

She don't stand none of that midnight creepin'

My babe, true little baby, my babe

My babe, I know she love me, my babe

Oh yes, I know she love me, my babe

Oh yes, I know she love me

She don't do nothin' 

but kiss and hug me

My babe, true little baby, my babe

My baby don't stand no cheatin', my babe

Oh yeah she don't stand no cheatin', my babe

Oh yeah she don't stand no cheatin'

Ev'rything she do, she do so pleasin'

My babe, true little baby, my babe

My baby don't stand no foolin', my babe

Oh yeah, she don't stand no foolin', my babe

Oh yeah, she don't stand no foolin'

When she's hot there ain't no coolin'

My babe, true little baby, my babe

She's my baby (true little baby) ...

내 여자는 바람피우지 않아, 내 그녀는

내 베이비는

내 베이비는 그러지 않아 

그녀는 한밤중에 몰래 기어나가지 않지

내 여자는 진짜 어린 애기야, 내 그녀는

그녀는 날 사랑해

그래, 그녀가 날 사랑하는 걸 알아 

오, 그래 알아 

그녀는 나에게 키스하고 껴안기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

내 베이비, 진정한 어린 베이비

내 여자는 바람피우지 않아, 내 그녀는

내 베이비는

내 베이비는 그러지 않아 

그녀가 하는 건 모두, 그녀는 아주 즐겁게 해

내 베이비, 진정한 어린 베이비

그녀는 날 속이지 않아

오, 예, 그녀는

그녀는 날 속이지 않아 

그녀가 멋있을 때 썰렁함은 없지

내 베이비, 진정한 어린 베이비

그녀는 나의 베이비

LITTLE WALTER

COMMERCIAL CONSTRUCTION

Gas station, Hotel, Motel
Restaurant, Business set-up
Metal roofing construction

주유소, 호텔, 모텔 등 

신축 &증축 및 실내 인테리어
비즈니스 셋업
상가건물, 지붕공사(메탈)

하우스 신축 및 증축

하우스 지하공사
하드우드, 페인팅, 타일
실내 인테리어

RESIDENTIAL CONSTRUCTIO

Basement development
Flooring, Painting, Tiling 
Siding, Cabinet

403.926.4555 / wondesign@hotmail.com

원건축 
Wo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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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중 제작된 영화 '삼천만의 꽃다발'이 

4K 디지털 작업을 마치고 처음 공개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오는 25일부터 한국전쟁 70

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VOD 기획전 '경계 위로 

부는 바람'을 개최한다. 

영상자료원이 수집·발굴한 희귀 극영화와 4K 

디지털 복원 작품 12편을 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oreanFilm)과 

자체 운영하는 한국영화 포털 KMDb 사이트

(www.kmdb.or.kr)에서 무료로 상영하는 기획

전이다.

우선 유튜브 채널에서는 6·25 전쟁을 다룬 가장 

오래된 극영화인 '삼천만의 꽃다발'이 4K 디지털 

버전으로 공개된다. 

피란 과정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마산에서 촬영

됐다. 필름이 유실돼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 개인 소장자로부터 필름 프린트를 입수

했다. 음향이 없는 16㎜ 필름 프린트 일부를 44

분 분량으로 감상할 수 있다. 

영화평론가 김종원과 영상자료원 정종화 연구

전시팀장의 해설도 별도로 볼 수 있다.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1990), 유현목 감독의 '장

마'(1979), 임권택 감독의 '짝패'(1973), 이만희 감

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 등을 4K 디지털 

버전을 만날 수 있다.

KMDb 사이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

일까지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사회 구성원

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포착한 독립 단

편 영화 7편을 상영한다. 남북에서 자신의 의

지와 상관없이 간첩이 된 두 남녀가 새로운 사

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혼돈을 그린 박찬경 감

독의 '반신반의'(2019), 대세 배우 이정은의 '여

보세요'(2018)를 포함해 '독개구리'(2011), '히치

하이커'(2016), '판문점 에어컨'(2018), '대리시

험'(2019) 등이다.
에잇
(Prod.&Feat. SUGA of BTS)

아이유

5

K-POP
June 24, 한국 음원 차트

1

4 Into the I-LAND
아이유

My My
세븐틴

3

Left & Right

세븐틴
2

Downtown Baby
블루 (BLOO)

미국 할리우드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

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영국 

배우 이언 홈이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이 보도했다.

홈 측 에이전트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파

킨슨병 관련 질환을 앓고 있던 홈이 영

국의 한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

다.

홈은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폭넓

은 캐릭터를 소화한 영국의 대표적인 

성격파 배우였다. 

홈은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2001년)와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2003년)에 난쟁이 호빗족 

'빌보 배긴스' 역할을 맡아 영화 팬들에

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극 중 빌보 배긴스는 젊은 시절 모험에

서 세상을 지배할 힘이 깃든 절대 반지

를 얻게 되고, 이를 조카 프로도에게 물

려주는 캐릭터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

의 서막을 여는 역할을 담당했다.

홈은 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불의 전차'(1981년)에서는 영국 육상

팀 감독 역할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

였다. 그는 이 역할로 영국 아카데미 남

우조연상을 받았고, 미국 오스카 조연

상 후보에 올랐다.

이밖에 홈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

이리언'(1979년)에서 안드로이드 '애

쉬' 역할을, 뤼크 베송 감독의 '제5원

소'(1997년)에서 코넬리우스 신부로 출

연해 대중에 더욱 이름을 알렸다.

홈은 영국의 연극극단인 '로열 셰익스

피어 컴퍼니'(RSC)에서도 오랜 기간 활

약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1998년 기

사 작위를 받았다. 

RCS는 "독창적 재능을 가진 위대한 영

혼이 사라졌다"며 홈의 생전 업적을 기

렸고, 영국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영

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도 애

도 성명을 냈다.

한국전쟁 중 제작된 영화

'삼천만의 꽃다발' 최초 공개

"절대 반지의 호빗"

'반지의 제왕' 배우 이언 홈 별세

사진 출처 : Wikipedia

사진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사진 출처 :한국영상자료원

"불안과 아픔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제 앨범이 많은 이에게 사

랑과 기쁨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미상을 11회 받고 에미상, 오스

카상, 토니상 트로피까지 모두 쥐며 

흑인 가수 최초로 'EGOT'(각 상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를 달성한 '전

설'. 미국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

수 존 레전드(John Legend·42)가 '더 

큰 사랑'을 품은 새 앨범을 들고 돌

아온다.

유통사 소니뮤직은 19일 정오 존 레전

드가 4년 만의 정규앨범인 6집 '비거 러

브'(Bigger Love)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선공개한 동명 수록곡과 '컨버세이션

스 인 더 다크'(Conversations in the 

Dark), '액션스'(Actions)를 비롯해 총 

열여섯 곡이 실렸다.

존 레전드는 16트랙에서 사랑과 회

복, 향수(Nostalgia)에 관해 이야기했

다. 그는 "부디 많은 이들이 내 음악

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 아

름다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란

다"고 전했다.

'비거 러브'에서는 무너져내리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사랑을 가진 우리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며 희망을 노

래한다.

'컨버세이션스…'로는 당신은 있는 그

대로 완벽하다고 말하며 자존감을 높

여주는가 하면, '액션스'에서는 노래

보다는 행동으로 연인에게 사랑을 보

여주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타이틀곡 '유 무브, 아이 무브'(U 

Move, I Move)를 신보 중 가장 아끼

는 곡으로 꼽았다.

처음에 솔로곡으로 만들어진 이 곡은 

존 레전드가 연인이 대화하는 분위기

를 내기 위해 듀엣곡으로 다시 편곡

했다. 여성 솔로 가수 즈네 아이코가 

그와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존 레전드가 오랜만에 발매하는 새 

앨범인 만큼 그 외에도 다양한 아티

스트들이 피처링과 프로듀싱에 힘을 

보탰다.

찰리 푸스는 트렌디한 팝 멜로디 곡 

'아이 두'(I Do)를 프로듀싱했고, 기타

리스트 개리 클라크 주니어는 '와일

드'(Wild)에서 기타 연주와 보컬에 참

여했다.

자메이카 출신 레게 가수 코피, 래퍼 

랩소디 등 비교적 덜 유명하지만, 실

력 있는 가수들도 수록곡을 피처링

했다.

'전설'이 온다... 존 레전드 "불안한 시대에 사랑 전하길"

사진 출처 : EPA

JS CONSTRUCTION LTD.  587.707.0153

■DRAWING & DESIGN _ Lee

■ELECTRICAL _ Kim

■PLUMBING _ Kim

■HVAC _ Lee

■CARPENTRY & INTERIOR _ Park

우리는 
함께
     를 만들어
   갑니다.

신뢰

비즈니스 스페이스 렌트
한인 상권의 중심지인 고려플라자에서

새로운 테넌트를 구합니다.

면 적
렌 트 비
업 종

문 의

1) 856 sqft, 2) 1,050 sqft

$30 / sqft

한의원, 학원, 클리닉, 치과, 사무실, 
네일샵, 마사지샵 등

최순일 부동산, (403) 479-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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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영화의 신기원을 이룬 터미네이터 시리즈(2)

Woody Kim

영화음악 작곡가, 문화평론가
작가, 피아니스트 

trinityjazzac@gmail.com

이야기 구조가 주는 기발함

터미네이터가 주목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

겠지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기발한 이야기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독 제임스 카메

론의 아이디어인데 그는 어떻게 이런 생각

을 해 낼 수 있었을까? 정말 경이롭습니다. 

기본설정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고 결말까지 

숨 쉴 틈 없이 몰아 붙이는 추격전은 정말 잘 

만든 시퀀스이고 질긴 기계와의 싸움을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든 대단한 연

출입니다. 

1편의 줄거리 

시리즈가 거듭되었지만 1편의 시작이 없었

으면 모두 다 거품이었을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997년 모든 전략 방어 

무기를 통제하는 컴퓨터 스카이넷은 지능을 

갖추고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의 절반 이상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인간들

은 기계의 지배를 받아 시체를 처리하는 일 

등에 동원되지요.

그러나 존 코너라는 인물과 그의 지휘하에 

몇몇 인간이 기계의 지배에 대항하는 반란군

을 결성하여, 기계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존 코너는 마침내 스카이넷을 파괴하기 직전

까지 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9년 어느 날, 

스카이넷은 타임머신에 터미네이터 T-800

(아놀드 슈왈제네거)을 태워서 1984년 5월 

12일의 LA로 보내게 됩니다. T-800의 목적

은 존 코너의 어머니인 사라 코너를 찾아내 

살해해서 존 코너의 탄생 자체를 막는 것이

었습니다(아이디어가..). 한편, 이 정보를 입수

한 존 코너 역시 카일 리스라는 젊은 용사를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로 보내 자신의 어머니 

사라를 지키게 합니다. 

과거에 도착한 T-800은 사라 코너를 찾아 헤

매면서 전화번호부 순서에 따라 동명의 여성

들을 차례차례 살해해 나가면서 마침내 식당

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인 진짜 사라 코너

를 찾아냅니다. 사라는 영문도 모르고 쫓기

기 시작하고 카일 리스와 만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던 카

일 리스였지만, 사라를 계속 도우면서 신뢰

를 얻게 됩니다. T-800의 집요한 추격으로

부터 사라를 지키면서, 카일은 사라와 사랑

에 빠지게 됩니다.

T-800은 집요한 추적 끝에 사라와 카일의 은

신처를 알아내고 긴박감 넘치는 자동차 추

적이 이어지고, 카일은 T-800이 발포한 총

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서 외피가 벗겨지며 본색이 드러난 무시무시

한 T-800은 탱크로리까지 흉기로 삼아 사라

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라는 T-800의 추적

과 살해 시도를 피하며 힘겨운 도주를 하게 

되고 카일이 사제 파이프 폭탄으로 T-800이 

탄 탱크로리를 폭발시킵니다. 대 폭발 속에

서도 T-800은 경악스런 모습을 한 채 쫓아오

게 됩니다. 둘은 공장 안으로 도망가게 되고 

카일은 자신을 희생하며 터미네이터의 골격 

안에 폭탄을 넣어 함께 폭발합니다. 카일은 

이미 죽었고 사라는 슬픔에 빠져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T-800이 하반신이 부서진 몸으로 

기어서 사라를 추격해 옵니다. 사라는 쫓아

오는 T-800을 압축기 안으로 유인한 뒤 완

전히 분쇄해버립니다. 사라는 구급차에 실려

가고 시신으로 운구되는 카일의 모습을 보며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라 

코너는 카일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됩니

다. 그 아이가 바로 미래에 인류를 구원하게 

될 존 코너였던 겁니다

사라는 존 코너에게 남기고자 여러 말을 기

록해 나가면서, 머지않아 다가올 거대한 폭

풍을 예감하며 홀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납니

다. 그리고 이야기는 터미네이터 2로 이어집

니다. 

기록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SF 액션 영화로써   미

래에서 온 로봇과의 싸움을 그린 이 영화는 

곧 SF 액션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후

속작인 터미네이터 2가 전편을 능가하는 엄

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주된 이유 중 하

나는 이 작품이 첫 발판을 잘 마련한 덕분입

니다.

개봉 당시에도 파격적인 스토리와 엄청난 수

준의 특수효과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지금 

보면 약간 유치해 보이는 특수효과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스톱모션 

특수 효과와 분장(T-800) 등 여러모로 시대

를 뛰어넘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걸작. 하지만 

제작비는 비교적 적은 650만 달러로 제작하

여, 미국에서 3,837만 달러, 해외는 4천만 달

러를 벌어들인 흥행작입니다. 비디오 대여 시

장에서도 엄청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 

대여율 1위를 굳건히 지켰을 정도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출세작이며 배우 아놀드 슈워

제네거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E mail 보내 주세요. 

trinityjazzac@gmail.com

Woody Kim의 Cinema Paradiso - 141 -

캘거리 문화 공연 안내
CALGARY EVENTS INFORMATION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안전의 조치로서 알버타 정부에서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및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행사일정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Classical

-  Jazz

-  Classical

-  Acoustic

LESSONS
587.966.3704
trinityjazzac@gmail.com

공인 회계사 원종호 
WON PROFESSIONAL CORPORATION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자격 및 경력]
•캐나다 공인회계사 (CPA,CGA)
•미국 워싱턴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

[취급 업무]
•법인 및 개인 세무 보고

•회사 재무제표 작성  
•GST 및 PAYROLL 업무
•기타 캐나다 TAX관련 업무  

wonaccounting@gmail.com  wonprofessional@outlook.com

403-283-7733  403-208-6109

403-241-6173

47 Edgeridge View NW Calgary AB T3A 5Y9

403 708 8471
DDOTCREATIVE@GMAIL.COM

5505 A 4TH STREET S.E

WWW.DDOTCREA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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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교민단체/동호회]                                           
에드먼턴 교역자 협의회  780-430-9729
에드먼턴 노인회 780-423-7024
에드먼턴 시니어골프회  780-288-3265
에드먼턴 실업인협회 780-439-5286
에드먼턴 얼음꽃 문학회  780-429-3080
에드먼턴 한국어학교  780-432-7910
에드먼턴 한인 골프회  780-484-6524
에드먼턴 한인 라이온스클럽  780-433-7645
에드먼턴 한인 문화재단  780-577-0022
에드먼턴 한인 장학회  780-988-6234
에드먼턴 한인여성회  780-444-5972
에드먼턴 한인축구회 780-707-3884
에드먼턴 한인회 780-468-3177
에드먼턴 해병전우회  780-433-5599

 [봉사단체]                                
 

 [종교단체]                                    
갈보리장로교회 780-238-0691
로고스교회 780-885-2507
명성교회 780-918-7651
벧엘한인침례교회 780-430-9729
사랑의 교회 780-993-4608
새길교회 780-439-1555
소망교회 587-989-8844
순복음교회 780-717-5318
안디옥교회 780-432-3620
에드먼턴 불자모임 780-231-3995
우리들교회 780-902-6365
재스퍼 한인 장로교회  780-852-5772
제일장로교회 780-461-4456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780-431-1054 
중앙장로교회 780-437-6229
파송하는교회 780-868-1004
포트맥머리 한인교회  780-607-9191 
한인연합교회 780-465-9202
한인장로교회 780-466-3524
한인천주교회 780-450-0730
할렐루야교회 780-906-9984

 [건강]                                              
녹용(Alberta Ranch) 780-985-2803 
미건  780-469-5069
정관장 에드먼턴 587-499-3603

 [건축/리노베이션]                    
라파엘최 페인팅  780-937-7026
쓰리스타 건축  780-887-4029
아미건축  780-993-4589
윈코블라인드  780-809-2292
Deco Blinds & Shades  780-902-9294
Handyman Service  780-231-1281
Seoul Engineering  780-885-0939
Wall&Space(LG벽지) 780-439-5599

 [골프]                                                                  
골프존 587-524-9491
민형근 프로 780-918-6016

 [꽃집]                                                                 
 

 [노래방/바/당구장]                                    
99 노래방 780-433-5599
강남 노래방  780-466-5666 
당구 클럽 780-486-0749 
소주 가라오케  780-577-1117 

 [데이케어]                                                          
 

 [등록사업소]                                                          
 

 [떡집•베이커리]                                                      
떡사랑  780-434-2706 
아리랑떡집 780-469-2770

 [마사지/테라피]                                              
그린라이트 마사지  780-752-7837
미건 마사지 클리닉  780-469-5069
K Healing SPA  780-486-6600 
K-CO YEG  587-499-3603
Sun Massage Clinic 780-935-5657

 [무술도장]                                                         
Hong Park 태권도  780-433-6567
Jeon's 태권도  780-758-5366

 [미용]                                                    
빅토리아 뷰티라운지 780-267-1502 

세실리아 장 Singlecuts 780-908-4303 
윤영헤어 780-465-1150 
헤어 매니아 780-243-2393 
헤어스타일리스트 사라 780-292-4894 
ELISHA 헤어 780-297-7858 
M Hair Salon 780-448-1695 
URBANSTYLE hairsalon   780-988-1903
Yumi's Hair Salon 780-710-7895 
Yuna Beauty Centre 780-935-5657

 [변호사]                                                                 
송하정 변호사 780-439-7171
이동준 변호사 780-422-6228

전남형 변호사 780-433-1149
정채림 변호사 780-702-8550
황데릭 변호사 780-469-0494
Paul Kraus 변호사 780-717-8847
Ron Schuldhaus 변호사 780-450-0945

 [병원/약국]                                                   
최창숙 약국 780-430-1995
정완모 가정의학과 780-434-1143
Twin Brooks 약국 & 카페 780-784-0462

 [보석상]                                                              
 

 [보험]                                                                           
박태성 Allistate  780-951-1877 
한인종합보험 최국병  780-989-0505
MKMK 보험 780-318-1183

[부동산]                                                                            
김 윤 MaxWell  780-218-3142
김강현 ReMax  306-220-1068
김태룡 Sutton  780-450-6300
남승오 Sutton   604-710-3897
문슬기 Royal LePage    780-993-5430
박혜영 INITIA   780-240-3091

이보연 STERLING   780-909-4806
이상훈 STERLING   780-686-1345
정종화  780-292-0993
C.K Home Inspection   780-278-4240
Hyun Biagi REMAX   780-996-3836
New Way Home Inspections  780- 884-5847

 [사진/영상]                                        
House of Memories  780-472-2000

 [세탁/수선]                                         
화이트머드 테일러 780-435-1298

 [식품점]                                          
김가네 푸줏간  780-463-2244
아리랑식품  780-469-2770 
한국식품  780-463-5458
A Mart 780-469-7886
H Mart 1호점 780-758-5577 

 [안경원]                                      

권혁진 안과가정의원  780-440-2239 
유 앤 아이 안경원 (권오균) 780-440-2239 
Choi's Optical (최종연) 780-761-3900

[언론]                                           
주간한국 780-937-6825

 [여행사/숙박]                                
알버타 여행사 780-756-7557 
오케이투어 1-877-556-8687
젤촌 투어 780-902-2079
해피여행사 780-436-1700

 [유학원]                                 
굿 뉴스 이민 유학 587-709-2847
SOS 유학센터 에드먼턴 587-989-8002
Victoria 유학 박혜영 RCIC  780-222-2436

 [은행/모기지]                           
문슬기 모기지 780-993-5430
박혜영 Mortgage Architects  780-240-3091

ATB 한인금융센터 587-574-2827
Bank of Montreal(장사라)  780-408-0021
Centum 모기지 (Elisha Park)  780-935-4475
Royal Bank 모기지 (장 미)  780-257-9727
Servus 개인금융 (이재남)  780-638-8582
TD 모기지 (김형진)  780-966-8282
TD 모기지 (데이비드장)  780-952-0400

 [음식점]                                
가미 일식  780-489-5949 
가부키 일식  780-437-0006 
돈데이  780-469-9963
두부하우스  780-989-0804
뚝배기  587-524-4336
마마리스 키친  780-498-1222
마을식당  780-466-5666
미가 한식당  780-438-6241
백정  587-524-4335
비빔밥 한식당  780-433-1239
소반 일식/한식  780-756-7228 
앵그리치킨  780-463-7512
야미치킨  780-250-9866
원정각  780-988-7709 
윙칙스 갈비큐  780-466-2852
진생레스토랑  780-450-3330
코리안그릴  780-757-3612
페리카나 치킨  587-404-6777
한식  587-881-1702
Amazing Wok 중식당  780-988-1000
Gangnam Street Food  780-244-0148
It's All 일식/한식부페  780-705-9953
It's Dog 핫도그/치킨 780-438-4083

 [이민컨설팅]                                             
굿 뉴스 이민 유학 587-709-2847

CMS 이민 서비스  888-586-1991 
SK IMMIGRATION & LAW   403-249-0200
Victoria 이민 박혜영 RCIC  780-222-2436

 [이사짐]                                                        
성진 익스프레스 780-616-5090

 [이벤트]                              
 

 [인쇄 / 디자인]                                           
썬아이 디자인  780-667-0800
빅무스 780-710-2464
CS Web Design  780-970-0425

 [자동차판매]                             
Audi 김용우 587-988-8253 
Go Kia 서장원 780-405-4653
Lexus South Pointe 진 리 780-264-5082

[자동차수리]                        
송호창 FirstGear  780-435-0350
원스톱카센타  780-988-0888
KT Motors  780-328-3830
Peak Auto Care 587-501-1855
RK 자동차유리 780-461-0001
 

 [전기/냉동]                            
서울엔지니어링  780-885-0939 
한스전기공사 780-977-8599
  

 [청소]                               
 

 [치과]                                
곽은정치과  780-478-5371
김대연치과 780-485-8131
엄성준치과 780-434-3004
유성근치과 780-466-0230
최수아치과 780-425-9847
Dream Denture Clinic  780-988-2879
John Kim 의치클리닉 780-440-2828

 [컴퓨터수리]                          
 

 [택배]                                
에드몬톤 현대택배  780-707-3884
코쉽택배  780-276-0888 

 [통역/번역]                                
박혜영 RC 780-222-2436

 [학교 /학원]                             
Being & Knowing 780-440-9624
Prime 음악학원 780-450-8909
리딩타운 780-431-7323
하늘 아트 스쿨 780-953-5024

[한의원]                                
경희한의원 이서하  780-885-6892
글로리아 한의원 780-200-2871
문혜경 한의원  780-951-6656
온누리 한의원  587-409-4888
이광은 한의원 780-485-1112

 [현금인출기 / POS / IT]              
e-Payment Inc 이주엽 866-515-5995
브라이언 ATM 888-966-2580

 [화장품]                                
 

  [회계사 / 자산관리사]           
문수경 회계사  1-888-269-2203
박인성 회계사 (CGA, CPA)  780-433-1437
복진수 회계사 (CA) 780-437-7257
염진성 회계사 (CGA, CPA)  780-914-3179
정세영 회계사 780-498-2878
정중환 회계사 (CGA, CPA)  780-989-1211

한 줄 광고는 무료 입니다. 

누락되거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403.804.0961
403.800.8587

1995@thistime.ca

광고문의
403.804.0961
1995@thistime.ca

5505 A 4th Street SE Calgary 
AB T2H 1K8 

Dr. 권혁진 안과가정의
유앤아이 안경원 안과진료 및 시력검사

2984 Ellwood Dr. SW Edmonton 
(Southcommon Walmart 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780.440.2239

www.youandeyeoptical.com

실력과 성실, 고객만족으로 검증된 리얼터

"확실한 만족을 드립니다"
주택, 비지니스 매매 / 부동산 투자

780-218-4549

sbaik67@hotmail.com

백종성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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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분야 (Practice Areas)
+ 일반 민사 업무 및 소송 (General Civil Practice)
+ 부당 해고 (Wrongful Dismissal) 소송
+ 교통사고 (Motor Vehicle Accident) 소송
+ 부동산법 (Real Estate Transactions)
+ 유서 및 상속재산법 (Wills and Estates)
+ 공증 업무 (Notary Public)

Telephone: 780-425-7200

Fax: 780-425-7202

E-mail:  syou@bdcounsel.ca

Website:  bdcounsel.ca

Address:  #201, 10225 - 100 Avenue NW

 Edmonton, AB T5J 0A1

유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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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긴급전화]                                           
경찰, 화재, 구급차  911
Police Office  403-266-1234

 [정부단체]                     
대한민국 대사관 613-244-5010
민주평통자문위원 403-216-4600
밴쿠버 총 영사관 604-681-9581
Alberta Health Services,Silvia Song  403-955-1488
Calgary Park & Recreation 403-268-3800

 [교민단체/동호회]                                           
강원도 도민회 780-884-1528
서예· 한국화 동호회 403-620-0628
수요미술  403-874-0489
어머니 교실  403-400-3207
캐나다 한인 기술자모임 403-476-7064
캘거리 고려대학교 동문회 403-479-1472
캘거리 교역자 협의회 403-660-3237
캘거리 노인회  587-429-2857
캘거리 사진동호회 403-971-2885
캘거리 산악회 403-889-9314
캘거리 실업인협회  403-258-1161
켈거리 하이킹 클럽(산악회)  403-714-6807
캘거리 한인 문인협회 403-613-8000 
캘거리 한인 야구팀 403-891-9429
캘거리 한인 여성회  403-861-8231
캘거리 한인 참전 용사회 403-695-6030
캘거리 한인아트클럽  403-861-8231
캘거리 한인장학재단  403-220-8723
캘거리 한인테니스클럽 403-690-9966
캘거리 한인축구협회 403-978-7233
캘거리 한인합창단 403-801-9879
캘거리 한인회  403-216-4600
캘거리ROTC 동지회 403-760-0119
한인 골프협회 403-686-2171
한인라이온스클럽  403-263-6650

 [봉사단체]                                
캘거리 이민자협회 김미나 403-538-8376
한인이민자 정보센터 Monica 403-999-3329
Centre for Newcomers 403-569-3325
Families Matter. 서승연 Joanne 403-235-2253
Oikos Cultural Foundation 403-613-8000

 [종교단체]                                    
국제 예수전도단 오아시스베이스 403-969-9191 
늘푸른 한인교회 403-217-2758
레드디어 제자교회 403-392-8538  
레드디어 한인교회 403-872-3267
레드디어 한인장로교회 403-392-6312
레스브릿지 한인교회 403-942-3053
밴프 한인교회 403-431-2507
벧엘 장로교회 403-462-0135
브릿지 선교회 403-978-0691
부르심있는 새생명교회 587-707-4749
빛과 진리교회 587-439-0005
빛과사랑의교회(고신) 403-764-4178
산돌교회 403-256-9056
조계종 서래사 403-288-6819
성결 교회 403-540-0989
순복음 중앙교회 587-352-1733
열두샘교회 403-208-1419
열린교회 403-217-3976
영락교회 403-969-3659
오직예수님 선교회  403-281-7329
에벤에셀 장로교회   587-973-7955
에어드리 Lamp 장로교회 403-903-3873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한인교회 403-614-9512
제일감리교회  587-432-0691
제일장로교회  403-273-8665
좋은나무 교회  403-585-6254
초대교회  587-718-0921
캘거리 만민교회  403-815-1885
캘거리 시온교회  403-680-5945
캘거리 사랑의교회  403-796-8910
캘거리 생수교회  403-660-3237
캘거리 우리교회  403-926-2025
캘거리 작은 교회  403-608-0826
캘거리 정토회  587-703-6528
캘거리 중앙장로교회  403-992-1004
캘거리 한우리 교회  403-703-0691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403-685-0000
크랜브룩 한인장로교회 403-807-1006

하늘가족교회 403-804-8815
한인 천주교회 403-295-3672
한인 침례교회 403-255-7080
한인연합교회 403-220-0613
힘너스 선교센터 403-714-8587
River Park Church 403-243-2244 (ext.103)

 [건강]                                              
Parkland Processing(녹용) 403-815-9887
자연산상황버섯  403-973-9123
정관장 403-210-5577

뉴트리 라이트 차은영 587-834-3880

 [건축/리노베이션]                    
그레닛 카운터 탑  403-710-8893

데코 블라인드  403-968-0771

시공사  403-455-8585
원건축 403-689-7776
C&S PROJECT INC  403-801-7433
CBS Window Covering 403-276-7726

DI &GP 403-617-0469

JS construction LTD. 587-707-0153
Kang design  403-992-8413
Stone Gallery LTD  403-714-8412

Top Express Roofing 403-247-3625
Urban Design 587-999-3936
YOLO Homes  403-816-8335

 [골프]                                                                  
Beddington Golf  403-686-2171
Screen Golf  403-452-1704

 [꽃집]                                                                 

NJ 웨딩 이벤트 플라워 403-401-5673

 [노래방/바]                                     
난타  403-262-9783
돈데이 주점  403-718-0358
바쿠스 403-474-1009
쏠레  403-471-8881

 [데이케어]                                                          
베이비트리 데이홈 403-470-0199

 [등록사업소]                                                          
City Centre Registry 403-571-9120
Macleod Ttrail Registry 403-243-8935

 [떡집•베이커리]                                                      
가나안 떡집 403-455-9252
떡사랑  403-508-2771
와우 베이커리 403-640-0273
와우 베이커리(Marda Loop) 403-452-0777
한국 베이커리  403-802-2023
호도과자 찹쌀꽈배기   403-809-8496

 [마사지/테라피]                                              
기경락마사지 403-870-2776
베딩턴 카이로&마사지 587-897-4270
문 한의원   403-265-8832
써니 신 마사지 클리닉 403-796-7408
구)솔 경락 스킨케어  587-899-2887
하모니아 웰니스  403-288-5982
Healing Hands Shim Hyoungjin 587-897-4270
Massage Relaxus 403-286-0889
Trucco Massage Clinic 403-240-4131
Unwind Therapeutic Spa 403-813-5951
Way of Health Clinic 403-477-7578

 [모기지]                                                                                
김재헌, VINE GROUP  403-399-2080
김형진(Sean Kim), TD은행  403-681-5126
김효근 모기지 403-918-7601
정현호, VERIFIVE 403-975-8075    
하태호, Royal Bank  403-471-4657
ATM 노호곤  403-607-6808
부동산감정평가사 빈센트김  403-815-8990

 [무술도장]                                                         
윤기철 도장  403-243-0343
윤병옥 도장  403-273-5900
이찬우 태권도장  403-275-2793
정태권도 403-454-2738
JUNG's TAEKWONDO 403-800-9005
KOREAN MARTIAL ARTS 403-252-1151
WTM 무에타이 킥복싱  403-830-0337
YU'S TAEKWONDO 403-258-0998

 [미용]                                                    
가위손, 조원장  403-667-4254
갤러리 T헤어살롱   403-374-9114
다니엘 &마리아 미용실  403-827-1943
모일레 미용실 403-243-7137
Lighthouse barber & hair salon  587-354-1141
보톡스(Medi Derm Spa Seton) 587-894-8133
안젤라 미용실  403-681-1709
이윤혜 머리방  403-680-5533
조앤헤어 살롱 403-686-7780
주디스 헤어  403-228-0838
지나 헤어살롱  403-245-0989
코리아나 미용실  403-289-7979
하모니 헤어디자인  403-807-7562
헬렌 미용실  403-861-9191
Esther's Barber  403-991-2146
H2o HAIRSALON & SPA  587-889-3226
Jenny  403-835-6864
J-Beauty  403-479-8881
K-PIM 반영구 속눈썹 젤네일  403-618-2050
K-Pop Secret Beauty Studio 403-719-5767
London Hair Salon  403-281-5147
Suger I Hair Salon 403-474-9290
Tony Kang  403-835-3384
Trucco Salon & Laser Center 403-240-4131
애견미용실(Bath to Bow Grooming)  587-228-2404

 [변호사]                                                                 

심재헌 변호사  403-476-2011

핸슨 앤 컴퍼니  403-537-8861
Fixler Law Office  403-920-0565

Yanko & Popovic Barristers / Solicitors  587-349-6387
SK Immigration & Law  403-920-0565

 [병원/약국]                                                   
Creek Side 동물병원 403-274-6633
Dr. Julia Sung(성지현) 403-615-8275
Foothills Hospital 403-944-1100
Peter Lougheeed 403-943-4555
Rockyview Hospital 403-943-3000
SETON MEDICAL CLINIC 587-393-3866
Stampede 한인 약국  403-460-4648

 [보석상]                                                              
컬리넌 보석  403-276-2078

 [보험]                                                                           

염승곤  403-539-9524

Perma Insurance 403-230-0808
Rigby Insurance 403-263-0914(Ext 6721)
Steward Financial 박찬중 403-863-8580
SunLife Financial, William Chung 403-796-5737

[부동산]                                                                            
경민구  403-700-3232
고기원 부동산  403-680-9827
권준용 부동산  403-200-4989
남민우 REMAX 부동산 403-860-8860
리차드 김 403-616-0734
방현철  403-400-2407
샘 킴 (김삼용) 부동산  403-771-7694
신구철 크렌드 부동산  403-512-4240
신인진 Coldwell Banker 403-689-3524
야니 김 부동산  403-969-1566
이기준 부동산  403-404-6148
이민수  403-680-3103

이춘호 부동산  403-680-6130
장무현 부동산  403-809-1112

제니 리  403-813-7004
진병원 부동산  403-554-9784
최순일 부동산  403-479-1472
최재봉 부동산  403-399-8124

Sarah Park(박형숙)  403-613-9007
The Real Estate Company 채미애  403-807-0733

 [사진/영상]                                        
Creative 81GHT  403-466-4833
Genesis M&E  403-921-6596
HAPPY 사진관  403-252-3939
Kevin Lee Photography 403-667-9822
Park's Photo Studio 403-873-0925
Picstory Photography 587-433-1216
THE MOU STUDIO 403-400-2842

 [세탁/수선]                                         
까치 세탁 옷수선  403-457-1033
5TH AVE CLEANERS  403-261-7666
BOSS CLEANERS   587-352-5522
CHARM CLEANERS 403-249-6802
COCOS CLEANERS  403-249-8380
CROWCHILD DRY CLEANERS 403-288-4227
DELMARS CLEANERS 403-284-3882
ELEGANT CLEANERS 403-254-9771
EXECUCARE   403-263-4185
GANGNAM Style 403-719-9991
HAWKWOOD CLEANERS 403-241-1766
KNOB HILL MARTINIZING 403-244-9092
MAGIC CLEANERS 403-249-8111
METRO CLEANERS 403-244-9640
NATILY'S LAUNDRE]OMAT 403-948-2169
PRESTWICK DRY CLEANING 403-257-6347
Q&P FASHION 403-271-3727
SUNNY CLEANERS 403-257-8888

Charles Choi
Sutton Canwest Real Estate

최현식 부동산

403-680-2808
chuckchoi2@gmail.com

뉴트리라이트 (이은지)   403-970-7501

BUILDER MASTER LTD.

인테리어 전문(지하개발) . Flooring, Plumbing, Electric
집 피해 보험 대행 및 시공 (roof, water damage)

- 403-399-3982 -

GS Plumbing & Gas
Cer t ified journeyman Plumber

플러밍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403-478-2708

마루시공

무료견적 587.439.0005

하드우드 / 엔지니어우드 / 라미네이트
바이닐플랑크 / 타일

JCL FLOORING

403 285 7070 (ext 32)

DJ@RLGLAW.ca l www.RLGLAW.ca

정대원 변호사
기업 l 상업 l 부동산 l 이민 l 민사 l 형사

정선화 변호사
SUN CHOUNG Lawyer

403.730.2020 (ext.1703)

Sun@2020law.ca
100, 7330 fisher St SE
Calgary (A-mart 옆)

PLUMBING & HEATING LTD.

배관/히팅/보일러
수리 설치 서비스

403.404.9583

문의: info@skrtplumbing.com

. 웨딩 / 각종파티 & 행사

. 꽃꽂이 레슨 . 장례식 

. 37년 경력

Yoonim Floral Art

403-354-5143
yoonim2@hotmail.com

윤임 꽃 예술원

1961년 독일장인 1세 설립
Anders Czarnecki Master plumber

Plumbing  l  Renovation  l  Repairs
Heating  l  Hot water
Gas installation  l  Boiler Controls 
Residential & Commercial

587-890-6362 (한국어)

403-803-1089 (English)

CBH MAINTENANCE LTD
Plumbing & Heating

C

B

M

H

RESIDENTIAL & COMMERCIAL

587.436.6737
tlee@royallepage.ca

www.taejulee.com

REALTOR®

이태주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주택, 상가 매매
투자 부동산 관리

ingproperty@gmail.com

이정승부동산

403.608.7630

이정승부동산

403.608.7630

부동산이미진 
UPSCALE  I  MODERN  I  INNERCITY

MI JIN GRAHAM
REAL ESTATE ASSOCIATE

403-990-8110
www.calgarytownhousecondo.com

www.songlaw.ca

송정현 변호사 사무소

T: 403-764-0231 / E: daniel@songlaw.ca

312 14 Street NW Calgary, AB T2N 1Z7

부동산 . 상법 . 회사법
이민법 . 유언 / 상속법

송정현 변호사 사무소

부동산 회사 비지니스 가족법
은행 유언/상속 이민 

김동섭 변호사

Tel: (403) 538-4818
Email: tdskim@dk-law.ca
Suite 3300, Bow Valley Square II
205 - 5 AVE SW Calgary AB T2P 2V7

차사고! 블랙박스 있음 상황종료! 

최국병 종합 보험
(AB, BC, SK) 서부 캐나다 최다 손님 보유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사고! 블랙박스 있음 상황종료! 

최국병 종합 보험
(AB, BC, SK) 서부 캐나다 최다 손님 보유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캘거리: 403 695 1050
에드먼턴: 780 989 0505
Fax: 1 844 251 9652
Email: JASON.C@AWININS.CA
Head Office: 100 10325 Bonaventure Dr SE
                        Calgary AB T2T 7E7 (on Macleod Tr)

캘거리 지사장 고재필
403.479.0773 / mike@mkmk.ca
4660 Macleod Trail SW Calgary

에드먼튼 지사장 이철우
780.231.3313 / vince@mkmk.ca
#6 10548-82 Ave 2nd floor Edmonton

MKMK 종합보험

4 0 3 . 2 6 5 . 6 5 8 9
corcana@gmail.commswchun@gmail.com l www.choiceexteriors.ca

403-890-7105

■ RESIDENTIAL
Roofing / Siding / Soffit / Fascia / Gutter 

Flat, Metal Roofing / Metal, Stucco Wall
■ COMMERCIAL

RENOVATION / NEW CONSTRUCTION

●  생명∙중병∙장애∙건강치과보험
●  스몰 비지니스 건강치과보험
●  TFSA∙RESP∙RRSP 투자

(403)875-9328 
peter.lee@f55f.com   
www.LeePeter.ca

이효석  
MBA,CLU

재정안정계획 LeePeter.ca

Tel: 403.455.7837  l  Fax: 403.229.9377

#110, 707 10 Avenue SW, Calgary

info@fordnelson.ca  l  www.fordnelson.ca

개인상해 · 자동차 사고 · 부동산
비지니스 · 유서 및 상속

회사법 · 소송

Office: 403-547-8401

Fax: 403-374-1710

#200, 1822-10 Ave. SW

정화용 부동산
403-874-4989
Fax: 403-698-7513

jungrealty7@gmail.com

First Place Realty

Commercial 전문

업소록 박스 광고
큰박스광고: $300 (52주)

작은박스광고: $180 (52주)

403.804.0961
1995@thistime.ca



VILLAGE CLEANERS 403-293-3010
VIP DRYCLEANING 403-275-1355
VISCOUNT DRY CLEANERS 403-240-2515

 [식품점 /주류점]           
고기나라  403-282-8033
아리랑 식품점  403-228-0980
이마트 식품점  403-210-5577
코리아나 식품점  403-338-0089
태양정육점  403-233-2252
A-Mart 403-541-1419

RB Canadian Liquor(Shawnessy) 403-259-4000

 [악기수리및조율]                                   
피아노 조율및 수리  403-991-4131
Joseph Fu  403-730-0019

 [안경원]                                      

아이프로 안경원  403-274-0272
Lens Factory 안경원 587-353-4808

 [언론]                                           
디스타임 / This Time 403-804-0961
알버타저널  403-255-5811
주간 한국   403-681-6825
Red FM (CKBS)  403-708-7325
CN드림    403-875-7911

 [여행사/숙박]                                
가자 여행사  403-454-8717
세방여행사  1-855-420-1996
아름다운 민박   403-465-2886
알버타 여행사  780-278-7725
코리아나 여행사  403-290-0007
코크레인(캘거리) B & B   587-997-7890
파고다 여행사  1-604-931-0026
프라임 투어  403-453-2500
하나 투어  403-263-2080
해피 록키투어(록키 전문)  403-617-9995
OK투어 캘거리  403-990-6466

 [유학원]                                 

KT유학원 403-808-2248

 [은행]                            

KEB HANA BANK CANADA 403-398-7070
Royal Bank 김승국 403-225-4649
Royal Bank 김훈 403-292-1737
Royal Bank 이은원  403-948-1554
Royal Bank 조정아 403-509-2835
Scotia Bank 조영란 403-221-6990 Ext)2001
TD Bank 김형진(Sean Kim)  403-681-5126
TD Bank 김준영  403-294-2988 Ext)250
TD Bank Angie Martin  403-275-4033 Ext)250

 [음식점]                                
강남역  403-262-5445
고기 레스토랑 403-276-4490
기와 레스토랑 587-880-4489
김치하우스  403-265-8098
남산  403-460-1083
만리장성. 중식당  403-457-1989
모모야마 일식당  403-233-0995
미가락  403-452-1020
미도리  403-244-3787
보우 불고기  403-686-6826
보리 식당  403-282-6551
본가 레스토랑  587-475-1657
산동반점  403-217-8855
서울 레스토랑  403-243-7970
서울 분식 (이마트 내) 403-454-3855
수담 레스토랑  403-460-9222
소반한식당  403-452-7595
스시 하나미  403-242-3131
이즈미 스시 403-252-7676
인사동  587-353-3273 
짬뽕   403-454-5202
한국관  403-228-1120
Bowls Korean BBQ  403-452-5965
Ed's Restaurant  403-262-3500
Ichirock 일식당  403-453-0852
Kingfisher Res.  403-294-1800
Lu Chai (중식당) 403-282-2217
Masa 일식당  403-830-8737

Ola Poke 587-480-8988
Orange Bob  403-242-5678
Pho Kim  403-276-7425
The Embarcadero  403-263-0848
Tommy's Pizza  403-281-2868

 [이민컨설팅]                          
우리 이민컨설팅  403-232-3341
캔트렉스 이주공사 403-450-3698
푸르던트 이민·공증 403-402-2286
한우드 이민 403-774-7158
Ace Immigration Services Inc. 조영숙 변호사 403-342-0040
Premier Consulting 403-401-4832

 [이사짐]  
럭키운송  403-700-2424
머슴운송  403-891-8131
아리랑 익스프레스  403-875-2459

 [이벤트]                              
드림 이벤트  403-966-2466
베이비트리(돌상) 403-470-0199
오렌지(셀프 매칭, 만남, 결혼정보) 778-389-2677

 [인쇄 / 디자인]                                           
D.creative 403-708-8471
The UPS Store 다운타운 403-777-5288
한인 광고 403-404-8821

 [인터넷]                             
CAKONET 403-771-1158
TELUS 인터넷 / 티비 1-988-342-0201

 [자동차판매]                             
BMW Gallery, Billy Ye 403-401-3118
CHRYSLER 김 한  403-389-6165
Country Hills Hyundai-Sean 587-575-8833
Canyon Creek Toyota 403-831-0593
Country Hills Toyota 403-290-1111
Country Hills Toyota 박문호 403-689-5894
Glenmore Audi 정병호 403-701-3533
House of Cars(Chris Choo) 403-277-9511
Northland Kia 최병기 403-818-5797
Northland Kia 이재원 403-202-3441 
South Point Toyota 캘빈유 587-287-4686 
T&T Honda 김학훈 403-612-5020

[자동차수리]                        
AMAX AUTO BODY  403-235-0031
CJ Auto Service  403-813-6988

Sang Auto  403-397-3973

 [장의사]                                 
Eden Brook Memorial Gardens 403-921-4563

 [전기/냉동]                            
중앙냉동사 (고제천)  403-540-9615
압력밭솥수리전문   403-247-3625
Apple Electrical Services 403-889-7461
B-TECH(전기공사) 403-919-8418
Charlie 전기공사  403-966-5368
Jay 냉동설비 (고제욱) 403-607-5494
Jay & B Electrical Services 587-897-7416
Right on Mechanical Ltd 403-399-1991
Sam's Electrical Services 403-399-3120

 [제조업]                              
Flair Flexible Packaging Corporation  403-207-3226 Ext.151 

 [조경]                               
집짓는 사람들 oikos 조경 403-613-8000
Forever Green  403-245-6488
Good Job 조경 -조규성 403-397-630

 [청소]                               
Good Job 카페트 크리닝 403-397-6308
Sunny House Clean 403-819-8197

 [치과]                                
소일미 명랑치과  403-685-3567
스마일치과  403-991-0382
전치과  403-262-3447
정진수 치과  403-238-9144
김정수 치과 403-284-1138
Glenbrook Dental 587-483-9900
Hamptons Dental   송현석  40-274-71123
Pathways Dental Clinic 403-455-5565
Riverside Dental Clinic 403-282-7272
Todd Lee-knight Orthodontist 403-208-8080
West market Dental 403-648-2722

 [치킨]                                  
얌얌치킨(NW)   403-286-0610 
얌얌치킨(SW)  403-457-5577
오감치킨  403-454-6101
올리브치킨 (아리랑 옆) 403-457-0649
올리브치킨 17Ave  587-351-1111
와우치킨  403-460-7557
와우치킨(China Town) 403-454-4514 

 [컴퓨터수리]                          
컴솔루션  403-862-3603
Com Doctor  403-274-7109
E-Payment Inc. 이주엽 403-889-2222
Ubinet Systems Inc. 587-774-8852

 [택배]                                
제일택배  587-580-8989
The UPS Store 다운타운 403-777-5288
The UPS Store Westhills 403-686-0027

 [택시]                                
7밴 택시 403-990-6466

 [통역/번역]                                
임지영  403-401-4708
조현주  403-402-2286
코카나이민유학  403-265-6589
홍숙희 403-404-5227
Albert Han 한종석  403-701-2848
SK(선경) 이민법률사무소 허인령 403-450-2228

 [학교 /학원]                             
노블 아카데미  403-667-2595
도레미클럽  403-801-8067
대교 눈높이 교육(Eye Level) 587-969-2312
로드랜드 신학대학  403-512-0983
리딩 타운  403-374-1529
박정민 바이올린 화상레슨  587-229-3292
수학전문과외  587-896-1026
수학 Tutor (IB/AP)  403-400-7811
재능교육_Main Centre 403-266-5223
재능교육_North Centre 403-374-0012
캘거리 기독음대  403-891-3570
캘거리 한글 학교  587-703-7788
최수빈 바이올린 레슨 587-889-5812

한국수학 개인레슨 587-434-1004
Anne's 피아노레슨 587-433-2833
Calgary Tutor Buddy 403-819-3311
Coding Buddies(코딩스쿨)   403-402-1622
Jay선생 바이올린 레슨  403-402-7851
JI & B Essay School 403-919-2684
Power Study Education 403-246-9080
Remnant Music Class 587-703-6868

[한의원]                                

다올 한의원  403-263-8854
캘거리한의원  403-265-3202
초림 한의원 403-919-2684

태극한의원 403-242-0180
CHIM Therapy (침 한의원)  403-234-0040
TCM 한.중의원 (Dr. 최민정) 403-226-9921

 [현금인출기 / POS / IT]              
icash ATM 정화용 403-874-4989
J Win It Works 587-228-0460

 [홈인스펙션]                                
김인석 Home Inspections 403-975-7777

 [화실]                             
서울화실  403-286-7185
현화실   403-861-9290 

Edge Art 미술학원  403-500-3797
라임디자인  587-352-6510

 [화장품]                                
Koreana B &H 587-229-8437

  [회계사 / 자산관리사]  
문병옥 공인회계사 403-968-2608
문수경 공인 회계사 403-269-2203
박정규 회계사  403-252-1588
복진수 공인회계사(CA) 403-926-4383
원종호 공인회계사 403-283-7733

조영선 공인회계사   403-888-2822

[휴대폰]                                                     
모비랜드 캘거리 지점 403-710-4466
스피드잡스 셀폰 리페어 587-834-1888
휴대폰마을  403-313-0350

삼보자동차정비캐나다
Sambo Automechanical 

Canada Inc.

Office: 403.992.8473
Cell: 403.708.2909
Unit #6 701 30 Street NE
Email: samboautocanada@gmail.com

Fully Licensed Mechanic Shop

캐나다는 누가 뭐래도 역시!캐나다는 누가 뭐래도 역시!

김옥란 유학원
IN CALGARY

캐나다현지 인지도 1위, 캐나다 오피셜 에이전시

캐나다전역에 있는 김옥란유학원 지사
토론토/밴쿠버/코퀴틀람/아보츠포드/써리

kimokran29@hotmai l .com
403.532.1874
Calgarykimokran

캘거리 대학 SAIT, Bow Valley College 전문
Lethbridge College, Medicine Hat College 전문
캘거리, 에드먼튼 조기 유학 공식 에이전시
캐나다 컬리지 및 명문 대학 입학
다양한 어학원 프로모션
정착 서비스 및 유학후 이민

개업 14주년 감사 패키지 $145
(안경테 + 렌즈 + 코팅)

403.228.6878 아리랑 
식품점 옆

고려프라자 안경원

. 어린이 패키지 $125

. 무료 시력검사

오토바디 & 페인트

587-284-0123
unit C, 5678 Burleigh cr SE Calgary T2H 1Z8

보험수리 전문

www.moonacupuncture.ca

침/한약/ 마사지
교통사고/보험처리

403.265.8832
문 한의원

2236 38 St SW Calgary

403.837.8277

ROMA824@hanmail.net

LESSON
PIANO

•예원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
•Italy Roma AIDM Accademia 
   최고전문연주자 과정 Diploma

AB, SK, MB 어디든 납품 가능

1.54% 5¢1.49%

호텔/식당/리테일용 POS
CCTV / Alarm / 네트워크

Toll-Free: 

1-800-252-0609
Sales: 403-472-5455

From From

해피
카펫크리닝

하종목.조영모

403.399.1991

법인 및 개인 세무 보고

Payroll, GST, Bookkeeping

기타 세무 관련 업무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403) 462-5202
www.sparkcpa.ca  l  info@sparkcpa.ca

#2238-12 Royal Vista Way NW, Calgary 

S PARK Professional Corporation

S PARK Professional Corporation

#4 7400 Macleod Trail SE 

Calgary, AB T2H 0L9

403.968.7142
매일 오픈합니다 

in

403-815-5999

(E-Mart)아모레 화장품

설화수, Iope, 라네즈
미샤, innisfree

헤어악세사리
금,은, 쥬얼리

아모레 화장품

캘거리 지점  대형 주차장 완비

403-719-1311
#106 5211 Macleod Trail SW T2H 0J2
영업시간 : 11:30am - 10pm

문의 403-397-5353 신윤영

250회 경력(피아노 실기, 이론 전과룟)
All Level / 입시 / 콩쿨 / 성인 오전반

Certified RCM Teacher

아이린 일러스트레이션
irene illustration

403.708.5701 / iillustration@hotmail.com

미술 개인 레슨
소그룹 미술 클래스

일러스트/로고 디자인

Hymners Christian Music
Conservatory

1522 - 11 Ave S.W. Calgary
403 891 3570 / 403 714 8587

Business hours
11:30AM~ 9PM
8 Weston Dr SW. Calgary  (한글학교 근처) 

403.246.4684

런치스페셜
(11:30AM~ 4PM)

한식당 N E W
OPEN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403-255-6542
7008 Farrell Rd. SE

(한인회관 1층)

순대국밥 / 순대전골
쭈꾸미 철판볶음 /
감자탕 / 순두부

평일: 새벽1시
일요일: 12시 까지 영업

- 주 7일 영업 -

SK 이민법률사무소

www.skimmigration.com
CALGARY: # 803, 5920 Macleod Trail. SW

EDMONTON: # 610, 10117 Jasper Ave

 

403-450-2228

켈거리 교육청 공식에이젼트
BVC, SAIT 입학무료수속

ESL 학비 할인정보

www.peakglobaledu.com
#104 825 8th Ave SW Calgary

peakcanada403.708.7325

피크캐나다 유학공사

누락되거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403.804.0961

한 줄 광고는 무료 입니다. 

MECHANICAL | BODY | ACCESSORIES

T  403.301.4851  
C  403.801.4975 (문자, 카톡)

E  INFO@FAIRVIEWAUTO.CA
W  FAIRVIEWAUTO.CA
A  505 53 Ave SE 
    CALGARY AB T2H 1K7

STU-VIEW OVERSEAS SERVICE

유학센터

Calgary | Toronto | Seoul | Indonesia | Vietnam | Philippine

         플러스 친구: @SOS유학센터_캘거리지사
               Email: calgary@stu-view.com

캘거리: 403-474-8002
에드먼튼: 587-989-8002

알버타 전지역 공립 교육청
알버타 발레스쿨
프리미엄 관리 유학

캐나다 컬리지 무료 수속, 
SAIT, NAIT, Bow Valley               전문
캐나다 어학연수, 유학 후 이민 전문 

조기유학센터

유학센터

SOS의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R528518
SUN M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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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한인 기독교 교역자 협의회 

*주일예배 오후 2:00
*화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7:00(토)

김동규

담임목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Newway 
Baptist Church

3935 114 St NW, Edmonton, AB T6J 1M3
780)238-2901, newwayedmonton.com
newwayedmonton@gmail.com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히 10:20

담임목사: 남윤일 / (587)778-6990 
            namsfamily96@gmail.com

교회주소: 334 Knottwood Road North Edmonton
            (St. Patrick' Church)

주 일 예 배 : 오후 1:30 

교 회 학 교 : 오후 1:30

성 경 모 임 :  

헬라어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며(창세기 1:1),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한복음1장).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www.bethelch.org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는 벧엘한인침례교회

8205 79St, Edmonton AB T6C 2N9
교회 780-430-9729   목사관 780-271-3422

목회팀: 최주식 목사(담임), 
박헌호 목사
(EM Youth and Young Adult), 
최영주/전혜미(주일학교)

섬기는이

주일예배
주일학교
청년부
수요찬양예배
새벽예배
벧엘한국어학교

오전 10:45
오전11:00(유치/유년/학생부)

오후 1:30
(수)오후7:30

(화~금)오전6:00/(토)오전6:30

(토)오전9:30~12:30

예배안내

벧엘교회

복음 증거와 양육을 통한 성도들의 파송이 있었던 
초대교회는 이론이나 선망의 대상이 아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미주성결교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주소 : 1428 156St. NW, Edmonton, AB. T6R 2S1
Holy Trinity Riverbend Anglican Church 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일링 주소 : 1280 Daniels Cres SW, Edmonton, AB T6W 1A7
-전화 : 780-868-1004

. 백승철 담임 목사

. 이상호 전도사 (예배/초등부)

. 백현주 전도사 (새가족/중보기도/소그룹)

예배 / 모임 안내 

청, 장년 / 오후 2시

청소년부 / 오후 2시

초등부 / 오후 2시

유치부 / 오후 2시

금 요 예 배  

소그룹 모임

주 일 예 배

오후 7시 30분

주중 셀별 

수요 성경 공부

. 이진택 전도사 (청년/유스)

. 김아람 지도교사 (유치부)

목회팀

사도행전의 교회와 선교를 이어가는

안디옥교회캐나다
장로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가족공동체

담임목사:  한흥렬 (  R ev .  Hen r y  Han )
부교역자:  박석호,  S ean  L ee ,  최혜경
선교목사:  신현숙(원주민)

선교비전: 캠퍼스선교·원주민선교·교민선교·세계선교

예배  모임  시간안내
주일예배 (동시통역):1부11:00/2부:2:00
수요코칭예배:7:30pm
금요열린예배:9:00pm
새벽예배(화-금):  6:00am
청년1부(화): 6:00pm / 청년2부(금): 6:00pm

Youth:주일 11:00am
Kids(유아.유치.유초등부): 주일 11:00am
EM:주일 2:00pm
AWANA: 목요일 6:30pm
성경공부·목장모임: 모임별로

교회 주소: 8711 82 Avenue Edmonton AB T6C 0Y9
     전화 FAX: 780.432.3620 www.edmontonantioch.org

3920 57 Ave, Red Deer, AB T4N 4R9 Tel : 403-392-8538

담임목사 : 임진혁
Web : www.rddchurch.org

주일예배 주   일  오후 13:00 

금요기도 금요일  오후 20:00 

새벽기도 토요일  아침 07:00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교회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심영택 목사
부교역자 : 최충현, 김준영
EM Pastor : John Son
전 도 사  : 양미연

7907-86Ave Edmonton AB
Tel)780-461-4456, 8802 
Fax)780-461-1024

전하는 교회 / 가르치는 교회 / 치유하는 교회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에드몬톤제일장로교회
Edmonton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www. ekfpc.com

주일 낮 예배
찬 양 예 배  
사랑방모임  
유 아 부    
유 치 부   
유 초 등 부 
중 고 등 부 
EnglishMinistry  

1부 오전 9:30/2부 오전11:00    
격주오후 1:40                            
격주오후 1:00                           
오전10:30                                      
오전11:00                                      
오전 10:30
오전 10:40
오후 1:30

새벽기도회
중보기도회
수 요 예 배
금요기도회
청년대학부 

(화-토)오전 5:45
(화) 오전 10:30
(수) 오후 7:30
(금) 오후 7:30
(금) 오후 7:00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에드몬톤한인장로교회캐나다
장로교 Ko rean  P r e sby t e r i a n  Chu r ch  o f  Edmon ton

3세대가 춤추는 다름다운 예수 공동체한인장로교회

9920 67 St NW 
Edmonton AB T6A 2R2

Tel. 780-466-3524  
www.edmontonchurch.com

 연락처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임재택 목사
(Rev. Jasper. J. Lim)

동역자
안주영 목사 
김명자 전도사, 김유정 전도사, 
김휘경 전도사

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2부예배
새 벽 예 배
수 요 예 배
금 찬 기 도 회

주일 오전
주일 오전

 9:30
 11:00

(화~금)새벽

(수) 오후
(금) 오후

 6:00

7:30
7:30

교회학교

Sunday 
school

유 치 부

EM(Young Adult)
청년예배(KM)

주일 오전
주일 오전  11:00유초등부

Youth 주일 오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11:00

 11:00

 11:00

 1:30

【2020년 표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

에드몬튼 도시원주민 선교회
Edmonton Urban Native Ministry

저희 선교회는 에드먼튼에 거주하는 도시의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치유를 돕고, 복음을 다시  전하며, 영적각성과
자기개발을 통해 세원진  사람들을 다시
원주민들에게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Drop-in Centre (화~금, 낮 10:30~3:00)
Sunday Service (주일 오후 4:00)
태권도 교실 (목, 저녁 6:00~8:30)

*도네이션 및 자원봉사 등 문의하실 곳

사역책임자(Director):최승일 목사(Rev. Tim Choi)
전화: 780-729-0759(cell)   팩스:587-520-3951
주소:8715-118 Ave. Edmonton, AB T5B 0T2

교회약도
82ave

79ave

76ave

99st 96st

Humpty’s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에드몬톤 순복음 교회
Edmonton Korean Full Gospel Church

예 배 안 내
- 주일예배: 오전 10시 40분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성경강해)
- 금요예배: 오후 8시 40분
                (찬양과 기도)
- 새벽예배: 오전 6시 (월-금)

- 청년 주일예배: 오후 2시
- 유스주일예배: 오전 10시 40분
- 아동주일예배: 오전 10시 40분
- 지역예배: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지역별)

주소: 9603-79 Ave, Edmonton AB T6C 0S1
전화: 780-435-4460
홈페이지: www.edmontonfullgospel.com

담임목사:
청 년 부:
유 스: 
아 동 부: 

변형열 목사(780-717-5318)
은희출 목사(780-721-4041) 
김상희 전도사(780-231-1956)
최보영 전도사(780-991-8228)

교회설립 50주년을 맞은 에드몬톤 한인연합교회는 캐나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그리고 회중교회가 서로 연합한 교단인 The United Church of Canada에 속한 
에드몬톤 최초의 한인이민교회입니다.

에드몬톤 한인연합교회
Edmonton Korean United Church  Since 1970

9624 74 AVE, NW Edmonton, AB T6E 1E6
교회: 780-465-9202/홈페이지: http://www/ekuc.ca

담임목사:  전 준 혁 
Rev. Jun-Hyok Chon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

목요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
오후 1시

주 일 예 배
(영어자막 제공)

목 요 
W o r s h i p

청 소 년 예 배

새 벽 예 배

어린이예배 

수 요 
성 서 학 당

담임목사: 주석환
전화번호 : 587-989-8844

주소 : 11520 Ellerslie Rd SW Edmonton AB T6W 1A2
홈페이지 : www.edmontonsomang.org

● 주일 예배 : 오후 1시

●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아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

● 청년부 모임 : 주일 오후 2시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저녁 8시

● 가족 모임 : 매월 첫째 주일 예배 후

예배 / 모임 안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아 8:10)
소망교회 표어: 예배하라/ 전도하라/ 선행하라/ 교육하라/ 교제하라

원주민 회복, 캐나다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연중 사역 및 매년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집중훈련 후 
원주민 마을 사역을 합니다.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Sunday English Service 오후 1:00

주일학교

유아 유치부 오전 11:00

아 동 부 오전 11:00

중  고등부 오전 11:00

한 글 학 교 오전 10:00

청년(대학)부 (토)오후 6: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예 배  및  모 임  안 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551 Ellwood Dr. SW Edmonton, AB T6X 0P7대표전화:780-437-6229 목양실: 780-437-0133

중 앙 교 회
www.edmontoncc.com

해외한인
장 로 회

담임목사: 정동호
EM Pastor: Joshua Ryu
교육목사: 정요셉, 윤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