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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    

(SILVIA)  
INKYEONG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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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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인터넷 예약: www.youngkimcure.com

A2에서 계속수상작

토요타에서 주최한 
미술대회 
 이성은 군 

최종 우승! 

‘70년 군주’

엘리자베스 
英 여왕 영면

사진 출처:  연합뉴스

Terry Fox Run에 
2,200명 참가

A7에서 계속

硆徲禝�幅秪�硩槡�徵筁硅斝�弥�砝毱秕滥瓩�

�獽�砱碚禝�秪檅產禹��!私�衉簅甡幉��硆徲�

樵斝�礭瓩蓽湁瓩荵�狱礕砕獡�砉瑝晕攩�

砱碚禝�彅禉�瞣獽磹�秪檅�蟎橱禅�祍穅獶�禽

恁砕獡�秱幡晁�祍穅獶悑簅�檶礑花毁�杵槁�

�SU幅樎�蟎簉螝沵�泭砱朥�窵浽幢朩彁�秱

繭�秖漉�禽狱毁�拝摹攩�

A9에서 계속

Because a Great Experience
Begins with a great Agent.

CREND 부동산 신구철 403.512.4240 / justshin@shaw.ca

Liquor Store with Property
•Asking Price : $720,000
•2 hour from Calgary
•Lot Size 7,098sq.ft  & Building Size 
3,600sq. ft
•Steady sales with well established clientele
•Great location on major road in town
•Well maintained property inside out
•Close to $1M sales

Profitable Japanese Restaurant 
in SE
•Asking Price : $570,000
•Well established clientele & local favorite
•Completely renovated recently
•Plenty of parkings
•Great opportunity for upside
•1,457 sq. ft & reasonable lease contract
•Close to $900,000 sales

Fried Chicken Franchise in Airdrie
•Asking Price : $189,900
•Serving the best fried chicken for over 50 years
•Best type of business with the new norm
•Low franchise fee
• Well maintained & operated with steady 
clientele
•Total sales well over $350,000
•Great opportunity to be your own Boss!

COMMERCIAL
COMING SOON!

Over 40 years of Dry Cleaners 
•Wet cleaning services providing
•Great location in large shopping mall
•Established clientele

Completely renovated 
retail building in St. Paul 
•Great location on Highway 50
•Completely renovated inside out
•3 bays with a liquor store
•Lot Size 10,500& Building Size 4,840 sq.ft

A3에서 계속

9월 17일 달하우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된9월 17일 달하우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 한인 헬스페어 성황리에 종료제6회 한인 헬스페어 성황리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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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군 토요타 주최 미술대회 우승
Toyota Dream Car Art Contest)에서 Airdrie 출신 이성은(Joseph Lee)  

이명재 신임 이사장 선출
캘거리 한글학교 2021-22년도 정기총회 개최  

캐나다 레스토랑들 가격 인상 모색 중

캘거리국제영화제, 2년 만에 본격 복귀 

硱螹�獽弉穆禽�秕昞繭�恵砊禽�菥磙茅砕獡�筁羡螡�渽

瑥故裑�<WaW\I�,ZMIU�+IZ�)Z\�+WV\M[\�砕獡�)QZLZQM�

翡甥�禹獶禅�2W[MXP�4MM��徵禹�羡竊�磵瓾秕�策�螡�泊禁

檡�磵瓾螝擙�异狱瓩樱磹�珑產禹�穉螹窑攩��

�����硱螹砕擙�� 幡徲砕獡�故槺���民�泊������!��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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擙�胕拝攩��穉徲拹砕獡�!泊禝�磵瓾秕毁�獥湡螝砱�獽弉�

故裑砕�簉翡甡腵簅民��禹獶禅�徵民禹�祥私螝廑�羡竊�

磵瓾悑簅�螝擙�恵檢禉�民朩矹�挍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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恎湚螡�徕菺狱弥�衉秪砕獡�袝秕禝�猢泊禉�徱螝恵�祉

螹�篎幆穆禁檡�瑝瑥禉�螥�瑝�种擙�,ZMIU�+IZ毁�杙秕

禽螝砱�磵瓾螝廑�晝砍攩��

禹�徵禅�禹滍�故裑�磵瓾禁檡�猆秪彁�螭愝�秪螞恍禁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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渽瑥螞礕禽�衉袙甩砕獡�渽瑥�簅昉毁�湠弥�种攩���

캘거리 한글학교는 지난 9월 16일(목) 

오후 7시에 William Aberhart 고등학

교에서 2021-22년도 정기 총회를 개

최하였다.

윤수진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정기

총회에서는 먼저 지난해 캘거리 한글학

교의 업무 및 행사 보고, 결산 보고, 감사 

보고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나 윤수진 

이사장은 코로나19 제재 조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던 교육 분위기 속에도 캘거

리 한글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 써준 이사진, 교사진,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한글학교를 이끌어갈 신임 이사장

과 신임 이사들이 선출되었는데, 신임 

이사장으로는 부이사장으로 역임했던 

이명재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캘거리 한글학교 이명재 신임 이사장은 

“1979년부터 이어 온 캘거리 한글학교

의 역사를 이어 교내외로 내실을 다지며 

한국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재훈 재무이사, 공초원 함제니 

감사이사, 이인희 서기이사, 그레이스 

신 홍보이사 외

신임 이사 5명 현주 멜릭, 김효경, 권현

정, 손가현, 이계선이 함께 선출되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글학교 역

사 보존화 사업과 행정 실장 인력 충원 

등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

라 43년 역사를 지닌 캘거리 한글학교

의 발자취를 연대별로 기록하는 디지털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인력 충원

으로 한글학교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기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레스토랑들이 이익을 지속 가능하

게 유지하기 위해 메뉴 가격 인상을 고

려하고 있다. 레스토랑 캐나다의 새로

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레스토랑 소

유주들은 올해 말까지 가격을 10~15% 

인상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레스토랑들의 전반적인 목

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때로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 부족, 팬데

믹과 같은 비용을 상쇄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세계 일

부 재배 지역의 악천후, 비료 및 천연 가

스의 가격 상승이 결합되어 최근의 가격 

급등을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식품 가격은 식품 인플레

이션이 16%로 정점을 찍은 198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비

자들은 신선한 과일(+10.0%)과 육류

(+10.1%)에 대해 두 자릿수 인플레이

션율을 보고 있으며 많은 젊은 캐나다인

들은 이같은 식품 가격 인상을 경험한 적

이 없을 것이다.” 레스토랑 캐나다는 소

비자들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지난 4월

에 식품에 대해 6% 이상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스토랑 메

뉴 가격은 6% 이상 올랐다. ““경제 전반

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일 때문에 앞으로 

3~4개월 동안은 여전히   이 부문이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이 부문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업계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캘거리 국제 영화제(CIFF)가 이번 주 

후반에 극장과 홈 스크린으로 돌아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

다. 축제의 전체 라인업은 올해 초 발표

되었으며 수많은 국내외 출품작을 포

함하고 있다.

CIFF는 영화 프로그래머 팀이 주최하

는 캘거리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

나로 모든 장르와 길이의 영화로 구성

된 전 세계의 거의 4000편의 연간 제출

물 중에서 50개국을 대표하는 200편

의 영화를 선보인다. CIFF의 전무이사

인 스티브 슈뢰더(Steve Schroeder)

는 “영화 산업은 일반적으로 알버타 사

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캘

거리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1인당 

영화 관람객이 있는 곳 중 하나 즉, 매

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기

는 곳이라고 말했다. 슈뢰더는 “우리

는 또한 매년 알버타 영화 제작자들이 

만든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알버타 스

피릿(Alberta Spirit)이라는 축하 행사

를 갖고 있는데 축제 기간 동안 항상 가

장 인기 있고 재미있는 상영 중 하나이

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안에 전체 영

화 프로그램의 거의 15~20%를 차지

하는 지역 영화 제작자의 많은 작업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올해 선별된 주

제 중 하나는 코미디이다.

그는 “페스티벌에는 정말 많은 훌륭

한 코미디가 있다고 말하고 싶으며 특

히 약간의 반전, 약간의 윙크 또는 유머 

감각이 있는 코미디, 또는 어쩌면 약간

의 어두운 가장자리가 있는 코미디도 

있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The Pez 

Outlaw’는 그와 그의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Pez 

Outlaw는 미국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정말 독특한 Pez 캔디 디스펜서

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한 남자에 대

한 매우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라고 그

는 설명했다.

슈뢰더가 추천하는 다른 영화로는 올

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프

랑스 코미디 ‘이달의 직원(Employee 

of the Month)’, ‘슬픔의 삼각형

(Triangle of Sadness)’이 있다. 티켓 

판매 및 캘거리에서 만든 영화 면에서 

올해 필름 페스티벌에서 가장 성공적

인 영화 중 하나인 ‘The Maidan’ 그리

고 마지막으로 ‘Francheska: Prairie 

Queen’은 최대 20명의 드래그 퀸이 

축제 공연을 펼치는 라이브 레드 카펫 

이벤트로 진행된다.

또한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 

동안 서부 캐나다의 스크린 미디어 제

작자들은 제2회 산업주간 컨퍼런스에 

모인다. “키노트, 패널, 네트워킹 및 소

셜 섹션과 일부 특별 이벤트를 위해 영

화 및 기타 스크린 산업 제작자를 한자

리에 모여 첫째 날에는 ‘알버타주 업계 

정상 회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

하여 업계의 많은 리더와 신진 아티스

트들을 한자리에 모아 알버타에서 업

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날”이라고 슈뢰더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알버타가 최근 직

면한 대규모 영화 제작 붐과 같은 주요 

주제를 다뤄 지속 가능성 패널은 BC 지

역 넷플릭스의 환경 관행 디렉터와 업

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호스팅한다.

올해 축제를 조직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COVID-19 예방 조치의 여

운과 궁극적으로 완전한 대면 행사로

의 복귀를 포함하여 라이브 이벤트 개

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

이었다. 슈뢰더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축제의 모든 최신 그리고 인기 있

는 부분을 상영하는 행사인 사전 축제 

트레일러 파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라이브 및 직접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열심이라고 말하며 이를 대중과 관객

이 페스티벌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신

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동안 페스티벌 쇼케이스

에서 그들이 만든 가장 큰 축 중 하나는 

가상 및 온라인 영화와 콘텐츠에 적응

하는 것이었다. 슈뢰더는 온라인 콘텐

츠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는 연결할 수 

없는 캐나다의 새로운 청중에게 다가

갈 수 있었다며 오클레어, 글로브 시네

마, 스튜디오 벨과 최근 작년에 추가된 

컨템퍼러리 캘거리를 포함하여 캘거

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의 이벤트

와 상영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

이는 것에서 진정한 에너지와 흥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제에 처음 참석하는 사람들

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 볼 것을 조언했다.

JOSEPH LEE(age 14, Airdrie, AB).
Joseph’s entry-Surgery on the Road-is a vihicle designed to help doctors provide surgery while a patient is in transit 
to increase their chance of survival.

廱竊衽�罢硆狱幅�!����礙��濅秉�褉�绰�袡

昞禁檡�滉拝炉甡�玁蓽樹�蕑花砕�祉肝螡�

蘎袙禝�狱昉�恵掕炉砕�蠑袙螝弥�������繽

穉磮狱朩禝�捐禉�祉檡螝硅攩�

胕拝攩擙������穉稆砕�������砱�泊禉�蕑

漖螝硅弥�� 磵毱拝槁禝� 湁筁筁禝碅� 蘎

袙�瑝衽毁�祉螹�灑毱甡蔵脱橁炉瞉筁砕

獡民���泊禝�秪漖禹�弥怅螡�泮瑭禉�湙

缩攩��螡�胕拝攩�彅弉禝�徸庹螡�恵湝禹���

晝砍斝������繽穉磮狱朩禝�覱猢禉�廵膙�

秏簅�瞏瞉矁�廥攩��

주밴쿠버 총영사 평화의 사도 기념비 헌화

주밴쿠버 

총영사 부임 인사

胕拝攩�獡濅�昞蘱�砱樱濉�瞍掚螝甲攍悑��

!礙�� 私�猍檡�濅秉螡�廱竊衽�筁湹舥滉�罢硆狱秊攍攩��

瞉毉攩磹�秕砵禁檡�獽弉穆禁檡�祥泊螡�湹舥滉砕獡�胕

拝攩�獡濅簅砲�昞蘱�砱樱濉朩禉�祉螹�私螥�瑝�种廑�晡�

廈禉�恵犝廑�猢幆螮攍攩��胕拝攩�獡濅擙�禽穆��涁穆�徕

殝�朶禉�菺螹�螡徲彁�胕拝攩�彅弉禝�泭朥�聦油砕獡�螺

由穆禽�砲螥禉�改放螹�碙禁沵����砱�掉禝�螡禽�禹湁�砲

狱碅�螭愝���民�泊禹�捝擙�螡禽�昞蘱朩禹�庵筁螝弥�种

擙�榀悏禅�簅砲秊攍攩��

瞉簆�膙檡拝��!�蕱斵渾禝�猆绝幅�碉穉觍�肝祥晝簅擙�瞏

瞝簅民�螡禽�强昞绹幅�獡檡禝�氍禑彁�觝禉�螮缕�矹橩磹�

甡恵毁�秝�怾漺螹�拝幍�瑝�种禉�廈禁檡�湄禁沵��瞣禁檡�

磵毱�螡禽�昞蘱狱裑幅�胕拝攩砕獡�幅秪�禽穚湠弥�磵毱�

秕掅朩禝�秕槖禹�晝擙�强昞绹檡�料磶�湡穉螥�瑝�种昉檢�

螭愝�掽橪螹�拝幅恵毁�覱氢螮攍攩��

穅�桕螡�磵毱�昞蘱朩禝�瞍穉彁�忑禺�漹衽擙�涁檥�螡禽�

昞蘱狱裑幅�料磶�袙螮螝弥�胕拝攩砕獡�幅秪�泭滙穆禽�

脩淩攍蔵檡�獶秪螹�幍�瑝�种昉檢�羡獥禉�攩螝廥瓺攍攩��

瞣禁檡�昞蘱�砱樱濉朩禝�弉珒晡�獶礕彁�衖橪禉�覱氢螝

沵��砱樱濉朩禝�幅穚砕�蟎漺禹�翮民螝甡恽�恵礕螮攍攩���

幕狱螮攍攩�

주밴쿠버 총영사 견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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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Station + Liquor w/ Property
Asking price: $3.2M 
Gross Revneue: $4.6 M
Gross Profit: $800K/y
Net Income: $450K/y
Northern Alberta

Gas Station w/Property
Asking Price: $2.95M
Gross Revneue: $7.4M(2019)
Gross Profit: $1.14M/y
Land: 5.4 Acres, B/D: 11,400SF
Northern Alberta

Gas Station w/ Property (SK)
Asking Price: $2M
Gross Revneue: $1.5M(Gas)+ $2.5M
(In-Store), Subs Sales Growing
Residential Area, 3 Sub-Divisions
Northern Saskatchewan

Industrial Warehouse for 
Lease
Size: 4,986SF
Lease Rate: $10.25/SF
Lease Term: 5+5yrs
Prime Location in SE

Gas Station w/Property
Asking Price: $590K 
Gross Revneue: $1.38M
Gross Profit: $140K/yr
Great Potentials to Increase
Crossfield Alberta

Gas Station w/ Property
Asking Price: $299K 
Gross Revneue: $1.03M
Gross Profit: $134K
Below the costs
Sundre Alberta

Gas Station w/ Property (SK)
Asking Price: $1.39M
Gross Revneue: $2,07M/y(2021) + Restaurant Lease
Land size: 3.5Acres + Clean Phase II 
Report(2016)
Huge Upgrades of Waterline & Equipment
Close to Highway

Taco Time w/ Drive-thru
Asking Price: $249K
Gross Revenue: $400K +
Lease Term: 5+5yrs until April 2027
Lease Rate(Net): $4,533/m, 1,600SF
Calgary Busy Industrial Area

Franchise Thai Foods Business
Asking Price: $450K
Gross Revenue: $420K
Lease: $5,400/m until June 2025 with option
Size: 1,085SF, Brand New Equipment
Calgary SE, Easy operation with minum staff

Liquor Store w/ Property
Asking Price: $670K 
Gross Revneue: $1M
Gross Profit: $200K
2 Condo Bays in Strip Plaza
Southern Alberta

Liquor Store Business
Asking Price: TBD
Gross Revenue: $700K/y 
Gross Profit: $140K/y 
Lease Term: 4+5yrs 
Near Red Deer Alberta

Taco Time Business
Asking Price: $170K 
Gross Revenue: $410K/y
Gross Profit: $300K/y
Lease Term: 2+5yrs
Brooks Alberta

Liquor Store Business
Asking Price: $139,000
Gross Revneue: $750K/y
Net Income: $100K/y
Lease : $3,600/m, 5+5 yrs
Southern Alberta (Population 4,000)

Convenience Store
Asking Price: $119K
Gross Revenue: $290K
Lease Term: until June 2025 + 5yrs
Lease Rate: $1,900/m, 900SF
Calgary Busy Community

Dairy Queen Treat
Orange Julius
Asking Price: $350K
Gross Revenue: $400K (3Years Average)
Gross Profit: 72% of Sales
Lease: $7,000/m including Utilities
Major Mall in Calgary

Dairy Queen Treat
Orange Julius
Asking Price: $119K
Gross Revenue: $263K(2019)
Gross Profit: $205K(2019)
New Lease available with low rent
Shopping Centre in Calgary

Dairy Queen Grill & Chill
Asking Price: $575,000
Gross Revenue: $940,194(2021)
Gross Profit: $662K
Lease: $10,200/m 10+10yrs
Calgary NE

Grocery + Liquor  w/ Property
Asking Price: $750K
Gross Revenue: $1.6M/y
Gross Profit: $300K/y
Building Size: 8,000SF
Southern Alberta

Restaurant Business in Downtown
Asking Price: $290K
Gross Revenue: $435,919(2021)
Lease: Net rent $1,909.33 until Nov 2025
Size: 1,432SF
Franchise set up available

Duplex in Hamptons NW(1,097SF Bungalow walkout) $539,000   
Condo in Downtown(1,050SF, 2Beds+2Baths) $399,900
Bungalow House in Woodlands (1460SF, 4Beds+3Baths) $498,000

C/L

JASON CHOI
403.399.8124

CalgaryJason@gmail.com
JasonChoiRealEstate@gmail.com

www.JasonChoiRealEstate.com

MICHAEL JUNG 
403.874.4989
jungrealty7@gmail.com

AB / BC / SK LICENSED - Commercial  - Residential  - Property Management  - Investment  - Franchise  - Relocations

 ADDRESS
340 50 Ave SE, Calgary AB T2G 2B1

Korean BBQ Restaurant
Asking Price: $250K
Gross Revenue: $410K/y
Lease: $5,086/m until Aug 2024
Size: 1,039SF, Commercial Full Kitchen
Calgary SW

Back on
MARKET

Asking Price: $590K 
Revneue: $1.38M

Gross Profit: $140K/yr
Great Potentials to IncreaseSOLD

Revneue: $1M
Gross Profit: $200K
2 Condo Bays in Strip PlazaSOLD

Asking Price: $575,000
Gross Revenue: $940,194(2021)
Gross Profit: $662K
Lease: $10,200/m 10+10yrs

SOLD C/S

C/S

COMMERCIAL REALTOR
since 2006

2 Storey House in Royal Oak NW(2,683SF, 5Beds+3.5Baths) $685,000  
2 Storey House in Cranston SE(1,883SF, Walkout 4Beds+3.5Baths) $566,500 
Great Location House in Springbank Hill (1,968SF, 3Beds+4Baths) $799,000 
Duplex in Rosscarrock SW(1,915SF, 4Beds+3.5Baths) $799,000

SOLD
R E S I D E N TA L

SOLD
SOLD

SOLD

SOLD
SOLD

NEW PRICE

橍蝉�菭瓩菥禹幅�拭恹�氕禹攩�

Ї袙毁�拹油�筁祉禝�狱槑朩禅�氓禅�猆绝毁�秊擙攩�

怽樱拝��怽廈漹攩�料�芵�猆绝毁�秊擙�狱槑禅

湙檡�袙毁�拹擙�放狱秕禹攩Ј

簅拡筁�杙瓩茅秉砕�Ṭ㺯�禽拹�槁擙�胝毱怽槁螁毁�廑秱螝硅攩�

狱甩��繽擙攩擙�廈禅�觝朥�私禹攩�

枑檥��甥绹穆禽�簍漖禁檡�禽螡�瞉蝙禉�繽瞉矁�螝恵昉�螝弥

湵弥蝙禉�繽瞉矁�螝恵昉�螡攩�

穚甥穆禁檡擙�狱浹股�怽毱礅禉�繽瞉矁�螝恵昉�螝弥

狹氁砕�紁朩毱擙�恁由��庶穚昉�廱旑拹矁�螡攩�

怽樵斵�浹砌漹攩昉�繽恵�觝朥�廈禅�故禽彅弉砕獡

湡猢螝擙�私禹槁�漽攩�

狱珑螡�私濅荵�芵私砕�禹殹恵悑簅

拹�猢幆彁�攩殹油�揁稆禹�甡秖晝弥�筁秪禹�脩簅攩�漹油

泮珑毱昉�脩簅弥�廵徲�袙毁�拹廑�晡攩�

绥螞秕�蝉毱朡毱觍�攍绹擙

秕甥禝�袙毁�禹廭拹簅�洀螝弥

渽股�褉

��掉�昞瞍�穚甥�拝幉�猆茡檡�簅拹攩

廵徲�筂禑禉�氣擙攩�

滑禅�憈砕獡�戅禉�杵簅民��憈砕�猆绝毁�拭恵簅�瞏擙攩�

狱槑朩�彅弉砕獡昉�拭砕廑�猆绝毁�筁簅�瞏擙攩油

绡弥氍炉禝�弉積彁�幞禅

绲泊螡�狻禉

狹瞉幍�瑝�种簅�瞏禉悑'

湡蟎禽�窵彖瑝�

감사의 글

캘거리 한인 건강 증진 협회 

瞍掚螝獽磙��簅拡�菥磙私禽�!礙���私砕�攱螝磵簅�脩淩攍蔵�玁荵砕獡�幡羡晡�

穡�裑�螡禽�蠱瓩藝矹幅�獶袮毱砕�竊欑晝砍瓺攍攩��

罢���弸禝�攭绹朩禹�繽砱螝弥����幡禝�瞦蔵炉蔵幅�簉蟎晝砍禁沵��暕�幡禝�礑花瑒彁�罢��濅砕�庽股�

脩毱矹�蕭捕�禹滩蓽幅�簉蟎晝砍瓺攍攩��禹�秕毱毁�炑矹�漽�蟎狱幅�种恵悑簅�涁由矖油�昉礅禉�筁甥�氓禅�螡禽�攭绹朩彁�

��砱�泊禝�潎狱秕濉朩�怽毱弥�繽獢螝甡矹�禹滩蓽毁�螭愝螹�筁甡弥�廮橩螹�筁甥�

���砱�泊禝�螡禽�幅窶濉朩愝�幕狱禝�氍禑禉�穉螹�朡氂攍攩�

簅拡��掉幉�蕱斵渾禁檡�禽螹�硭槁禽禁檡�穉袝螹�簉蟎晝砍斝�蠱瓩藝矹毁�

攩甡�故油�蟎狱檡�肝殹恵悑簅�氓禅�弥湁彁�筅炉幅�种砍瓺攍攩��

穅覱�衖裑幅�幅秪�策磙螝廑�猢幆蟍斝�濅濉禅�炉檢�氍瓩花碅�珕獽穚穡幅�磵毱�私猆�珒砕�秕毱�秦瞝簅民�

氓禅�濉朩禹�硍穉绝橁�竐禅�股徱��禹礈朩彁�徕殝螝弥�珑菺螝擙�狱裑檡禝�漺怅毁�湙槁弥�弉玭攩擙�濅濉秊攍攩��

怽樵�耭簅檡�硱螹�蠱瓩藝矹擙�Ћ:MKWVVMK\�+WUU]VQ\a���攩甡��猍檡禹Ќ槁擙�莑氍�瞉槝�

脩淩攍蔵�覱氢�蓽毱��幅窶�毹橍禹�廑秉��狱槖螝擙�濉朩愝�眵甥�硂獡毁�穉攱螹�朡毱擙�+30);�磵绹徲�朶�

磵毱幅�珒螡�脩淩攍蔵碅�筁漅禽朩彁禝�砵廵禉�攩矖螡�瞦蔵炉蔵毁�菺螹�猆簚穆禁檡�绹蠝螹�漹瞝瓺攍攩�

桕螡�硱螹擙�瞑滉茅�蠱瓩�獡炉瓩毁�炉檴螝砱�胝庵毱�甡绲�藝矹�砙蓽毱�濅獡��

杙瓩蓽橍瓩�玁荵�朶禹�繽砱螹�祥磮螡�庹幚�漺簅�穚漹毁�穉螹�朡橽弥��

绝禑禁檡�螡禽狱裑禝�砱樱�攭绹朩禉�罍绲螹�螡禽濉朩愝�珑幡螹��朡毱擙�秕毱昉�氍橭蟍瓺攍攩�

禹穡�蠱瓩藝矹砕獡�烁揘禉�瑝�砋擙�浹欑�濍珑�昉蘱�獡炉瓩碅�矂狱�猆改��

穅珑朢�甡攍矹�浹欑�蠩矹脼�蟎狱�朶昉����濉�禹猆禹�纃瞉�筁甡矹�筅炉螡�穅覱昉�氓禅�漹槑禉�

擕拉�瑝�种砍弥��氭�湹彁�苩篍毱杮�湹禝�繽砱檡�硱螹昉�攩矖螡�砵橾故禝�繽幅秕幅�

螭愝�篕恽�瑝�种擙�蝉檡怽槭禁檡�蛒獶螭禉�料蟍瓺攍攩�

穅覱�胝庵毱�螡禽�庹幚�篢簉�衖裑擙�����掉�纂氂�禹槝�胝庵毱�簅砲�筁湁禝�庹幚彁�漺簅砕�故螡�

禽產�蟪猆彁�穚漹�穉攱��脩淩攍蔵�徱獶礕禝�捩蓽礑苾禉�祉螹�掽橪螹�硩弥�种瓺攍攩��

瞣禁檡昉�料�祥禺螝弥�秱渽种禁沵�氓禅�濉朩愝�昉礅禹�晥�瑝�种擙�怽樵�蝉檡怽槭彁�獡炉瓩毁�

穡强螹�朡毱恵�祉螹�料磶�掽橪螝擙�攭绹幅�晝廥瓺攍攩�

砵檅�蠱瓩藝矹�碽砕昉�浹欑�蝑欭猼��矂狱�猆改��庹幚�礑花瑒�朶�砵策�簉蟎晝擙�蟎狱砕昉�

氓禅�彅由彁�繽砱毁�濅茆朡氂攍攩��庹幚衖裑禝�簅拡�袡昞彁�蠱瓩藝矹�穚漹擙�

___�KSPI[�KI�社狱禹蓽砕獡�袚禽螝甩�瑝�种瓺攍攩�

桕螡�穅覱�攭绹砕�恵裒祉礕�衾禅�秕礕潎狱檡�繽砱螝弥�画禁甥�濉愝獡擙�

矽穡朥�QVNW(KSPI[�KI檡�砵槂�筁甡恵�湙槒攍攩�

昉礅�筁甡弥�湮浽螹�筁甥�泭朥�螡�濉�螡�濉愝�幕狱禝�禽狱毁�穉螹�朡氂攍攩��

螲猆�庹幚螝弥�蟎漺螡�螡�螹�晝甡弥�拹掉�蠱瓩藝矹砕獡�攩甡�禽狱朡毱廥瓺攍攩�

幕狱螮攍攩�

캘거리 한인 건강 증진 협회장
김미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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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 SPECIAL

⽐㏨㘴#⧰⁉ⴠ
MOTEL/HOTEL GAS STATION & OTHERS
Excellent Franchise Motel in Active City
Asking Price: $4.75M * New Financing(70%),Too Busy & Steady
G/Revenue: $1.36M(2021) $1.35M(2020)  $1.49M(2019)
City/#1 Hwy, Water Slide & Indoor Pool, On Going
Area Project in City, Almost No Affection of COVID-19

Beautiful/Cozy Motel in Active City, SK
Asking Price: $2.95M *New Financing(70%), Manager’s Easy Operation 
G/Revenue : $1.25M(2019) $1.29M(2018)    
Cozy/Nice B/D, 70,567 sq.ft Site, Manager Suite, Nice
Location, Steady/Busy, New Financing(70%)

Young Motel + Commercial B/D(Leased Out) 
Asking Price: $5.95M *N.O.I($800K), Very Nice Property
G/Revenue: $1.89M
Only 7Yrs old, Steady Area Project, Perfect with High
Level Quality, Money-Making, Manager’s Suite (2Bedroom)

Nice/Beautiful Motel near Edmonton
Asking Price: $1.90M *Manager’s Suit(2), 2 Storey B/D   
G/Revenue: $850K(2022) 
Active/Busy Town, 60 Rooms, Land(over 1 Acres)
Now Picking up since COVID-19, Good for a Couple  

Franchise Motel in City Near Calgary
Asking Price: $3.89M *30min Calgary, Excellent Location 
G/Revenue: $1.20M(2019)
Nice Property, 65 Rooms(ADR $115), Fitness Room, 
Continental B/Fast, 2Storey B/D, City Population(15,000)

Outstanding Motel + Leased Out in City, BC
Asking Price: $6.25M *Downtown Inner City, Nice & Modern B/D
G/Revenue: $2.45M(2020) $2.60M(2019)
In Busiest City, Cozy & Nice Property, Owned since 2013,
Located in Core D/Town, Almost No Affect by COVID-19 

Gorgeous Franchise Motel in City of Calgary
Asking Price: $9.49M *Canadian Owner, Excellent/Core Location
G/Revenue: $2.45M(2021 Room)  
Located in Commercial, 90 Rooms, Extensive Reno in 2021
Indoor Pool w/W-Slide, ADR($120), Occupancy(65~70%)

Premier Franchise Motel in Active City, SK
Asking Price: $7.49M *2016 Built, New Financing(70%)  
G/Revenue: $1.70M(2020), $1.90M(2019)
Active City on #1 Hwy, 3 Storey B/D, Hot Tub/Meeting
Room/Continental B-Fast, Built by Owner, Must See!! 

Premier Franchise Motel in Edmonton(BRAND NEW)
Asking Price: Call to a Lister *#1 Franchise in North America
G/Revenue: $2.5M(2021~2022 Room Projection)
Five Storey B/D, 1.25Acres Land, Underground Parking Lot,
115 Rooms, Indoor Pool, Call for further Info & Must See

Outstanding Franchise Motel near Calgary
Asking Price: $4.5M *Down Town in City, 30min Calgary 
G/Revenue: $1,315,285(2017 Room Only)
70Rooms(24Suits), 2 Storey B/D, Nice & Attractive,
Canadian Ownership, Population 20,000~30,000

Young Franchise Motel in City, SK
Asking Price: $11.5M *3Yrs Old, Net($1.26M), 93Rooms
G/Revenue: $2.24M(2019) $2.30(2018) 
4 Storey B/D,  Only 2Yrs Old, Gorgeous & Beautiful, Built by
Canadian Owner, Fitness/Breakfast Room, Business C/T etc.

Beautiful Franchise Motel in City
Asking Price: $7.25M *New Financing : 65~70%
G/Revenue: $2.10M /yr (Average Room Only)
On City/Hwy, Huge Population, Uncoming Area Project,   
Steady Industry Back-up, No Need Upgarde for over 7Yrs

Young Motel in Busy Town, AB
Asking Price: $7.30M  *Only 1Hr from Airport
G/Revenue: $1,620K (2012 Room) + Rest.($1.0M)
Only 6 Years Old, Year-round Busy, 1Hr from City, Steady 
Revenue in last 3yrs, Excel. Net Profit etc.

Franchise Hotel
Asking Price : $4.4M 
Gross Revenue : $1.05M/Yr(Room Only)
Less than 10 yrs old property & very steady sale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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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and G-Station w/Auto C-Wash in Central AB
Asking Price: $2.05M *Net($300K), 1.5Hrs Calgary/Edmonton
G/Revenue: $4.5M(2022) $4.3M(2021) * In-Store: #1.47M
Population 20,000+, Current Owner for 10Yrs, Nice/Young
Property, Built in 2005, Busy & Steady Area in Central AB   

Brand(Shell) Gas Station in Southern AB  
Asking Price: $1.23M *Seller’s Financing(Inventory) Available
G/Revenue: $3.2M(2022) * In-Store($1.78M) 
New Agreement w/Forgivable Loan Coming, Upgraded
C-Store/Canopy, Non-Korean Owner(2012 ~) etc.

#1 Brand Gas Station w/Auto Wash + Plaza B/D
Asking Price: $5.55M *New Financing 70%, 1hr Red Deer
G/Revenue: $7.5M(In-Store:$2.45M) + Lotto + Rental($42K)
Built in 2005, Leased-out Bays(2), #1 Sale in the Area,
Auto C/wash(1), C-Store($3,900sq.ft), Rental(2,500sq.ft)

Liquor Store + Residential House w/Property
Asking Price: $795,000 *10yrs+ Operation by Owner
G/Revenue: $1,159K(2022) $1,157K(2021) $1,077K(2020)
Only 30min Edmonton, Store(1,400+ Sq.ft), Very Steady  
Revenue, Residential Back-Up, Canadian Owner’s Retire

Bottle Depot w/Property near Calgary/Red Deer
Asking Price: $949,000 *Part of Bank Financing Available    
Commission: Call to a Lister
Good Location w/Residential Back-up, Manager’s Operation,
100% Walk-In Customers, Potential to Increase by Owner 

Brand Gas Station + Liquor + National Franchise
Asking Price: TBD *Current Owner(2012~), #1 Leading in Area  
G/Revenue: $8.8M(2020) $8.9M(2019) $8.9M(2018)
Complex B/D, #1 Leading Station w/Others, High Traffic
w/Hwy, Long-term Ownership by Owner, Money Making!!   

Tim Hortons w/Property near Calgary/Red Deer
Asking Price: $2.60M *Best for Retiring Investment 
CAP Rate: 6%
Tenant(TDL Group o/a Tim Hortons), Built 2016, B/D  
(2,700 sq.ft), Site(43,650sq.ft), Lease(~ 2026 + Renewal)

Brand Gas Station w/Car Wash in Active City 
Asking Price: $3.30M *Area Project($450M) Coming, G/M($900K)
G/Revenue: $4.75M(Gas: $3.40M)
Nice Location w/Hwy, Auto(2)&Wands, Perfect Property
(Pumps, Tanks etc), Hub area of Oil/Gas, Must See !!

New Liquor Store in Edmonton S.W 
Asking Price: $232,500 *New Set-up(2021), Store(2,000sq.ft)
G/Revenue: $850K(2022P), $650K(2021)
Brand New Built-In/Walk-In Cooler, New Housing in Area(Residential, 
Commercial), No Competition(Radius 500m~1Km), Much Potential  

Liquor Store out of Edmonton(Business Only)
Asking Price: $199,900 *Suitable for Young Couple
G/Revenue: $800K(2021)
Nice/Clean Store(2,000+sq.ft), Current Owner(2002~)
Attractive Rent($3,700/M), New  Lease(5+5Yrs)

Excellent Gas Station w/Car Wash in Big City   
Asking Price: $3.90M  *New Touchless, G/Margin($1.01M)
G/Revenue: $5.46M(Jan-Dec.2018) * In-Store($2.31M)
Fully New Upgrade in 2017, C/Wash(7Wand+1Auto), Land
1.35Acrs, New Pump/Canopy, New Touchless & New C-Store

Brand Gas Station Near City Airport
Asking Price: $3.10M *Brand-New(C-Store, Canopy, Pump..)
G/Revenue: $5.6M(In-Store:$2.6M) *Net: $550K/Yr
New Equipment/C-Store, Leading Brand, New Franchise
Agreement(2014 ~ ), Excellent Location,  Non-Korean etc.

Commercial Land(for Hotel) in Edmonton
Asking Price: $2.80M *Strip Mall(Restaurant, Retail etc) to be Perfect!!
Size: 1.8Acres(Direct Development Control Provision)
Excellent SW Area, Commercial districts & Zones, New
Hospital on Construction in the area, Must See !!

Commercial Land in Active City
Asking Price: $1.30M *Major Commercial Area in City  
Land Size: 2.17Acres (For Gas Station, Car Wash etc.)
Active City located on #1 Hwy, Core Location w/Franchise
Hotels, McDonalds etc., Originally City Hall 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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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or Store w/Property out of Edmonton
Asking Price: $535,000 *Non-Korean Owner, 2Hrs Edmonton  
G/Revenue: $750 ~ 800K/Yr
Free Standing B/D, Store(2,500sq.ft), Active Town,
Nice Property & Location, Non-Korean Owne(2012 ~)

Liquor Store in Calgary
Asking Price: $375K *Excellent Location(Near McDonalds etc)
G/Revenue: $1.37M(2017) $1.48M(2016) $1.40M(2015) 
Liquor Location for 10Yrs +, Commercial w/Residential Back-Up,
Current Owner(2012 ~), M/G(19 ~20%), Steady is Strong Point

Liquor Store + Retail Plaza 
Asking Price: $1.39M *Net: $241K(2016) $299K(2015)
G/Revenue: $2.15M(2016) $2.35M(2015)
Independent Concrete B/D, Motels Neighbors, New Equip
 (W-Cooler..), New Asphalt Site, Very Steady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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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 SPECIAL
       #1 Brand G/Station in Central AB($2.05M)

ߏ Population 20,000+, Current Owner for 10Yrs
ߏ Nice/Young Property, Built in 2005  

Gas Station w/Car Wash in Big City($3.90M) 

ߏ Fully Upgrade(2017), C/Wash(6Wand+2Auto)
�New Pump/Canopy, New Touchless/C-Storeߏ

Young Motel in Busy Town, AB ($7.30M)   

        
ߏ Only 6 Yrs Old, Year-Round Busy, 1 Hr from City
�Including New Restaurant B/D, Steady 3 yrs Revenueߏ

       Liquor+Residential House w/Property ($795K)

ߏ 30min Edmonton, Residential House Included
ߏ 10+Yers by Canadian Owner, Retirement Sale

Beautiful Franchise Motel in City ($7.25M) 

ߏ Only 2 years Old Brand –New, Gorgeous & Perfect Property
ߏ On Hwy/Huge City, Upcoming Oil & Gas Project in the area

 RESIDENTIAL
Tuscany Springs, NW /$480,000
�1,400sq.ft / 4 Beds, 3 Bathߏ
�wonderful move-in ready 2 Storeyߏ
�Air-conditioner, New Stove/D-washerߏ
Cozy Condo N.W / $370,000             
ߏ 699sq.ft(Living), 2Bdrm +2 Bath
ߏ Bright/Open, Stainless-steel Applnc
ߏ Steps away from University Ave
Patterson S.W. / $939,500            
ߏ 2,200sq.ft Bungalow / 4Bdrms + 3Bath
ߏ Triple Garage, Treed Ravine w/City View
ߏ Finished W-Out, Custom Built Much More
West Springs / $760,000
ߏ 2,570sq.ft / 3 Bdrms + 3 Bath
ߏ Custom Built, Stainless Applinces
ߏ Bonus Room, Cul-de-sac etc.

4620 Macleod Trail South, Calgary, AB T2G 5E8   
Cell: (403) 689-3524 / Bus: (403) 775-6950 / Fax: (403) 440-1441⽐㏨㘴/Eric Shin  

IC&I Full Commercial, BBA
⽐㏨㘴/Eric Shin  
IC&I Full Commercial, BBA

Young/Nice Car Wash in Central AB
Asking Price: TBD
G/Revenue: $500K(2016) 
Active/Growing Town, Wands(9)+Auto(2), Built in 2014,
Canadian Owner, Much Potential, Near Edmo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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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9월 30일까지 ArriveCan을 선택 사항으로 
국경에서 백신 요구 중단

캘거리 코믹 엑스포
얼리버드 입장권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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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여행?

여행업계는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
불량 휘발유로 인한 차량 수리

수리 비용 놓고 다툼 중

8월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지만

식품 비용은 여전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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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礙砕昉�恍毱�禽猆禉�弉珒螝砱�穚纊�恍毱擙�砵氕悑簅�

�砕�禹毁�廈禁檡�硍猆螡攩弥�氕蟍攩�

사진 출처: 글로벌 뉴스

사진 출처: 글로벌 뉴스

‘업소록 유료 한줄 광고’

디스타임 경영방침의 전환에 따라

2023년 신년호 부터 유료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03.804.0961

E-mail : thistime1995@gmail.com
www.thistime.ca



A6 Thursday, September 22, 2022

에드먼턴 한인여성회 Edmonton Korean Canadian Women’s Association
tel. 780-975-9100    www.ekcwa.ca

에드먼턴 한인노인회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of Edmonton

에드먼턴  한인여성회 스마트 교실 안내

참가 대상자: 안드로이드, 애플등 핸드폰, 아이패드를 사용 하는 모든 분께 초보자 교실부터 시작합니다.

수업 시작: 2022년 10월 13일 / 오전 10시, 다음 수업은 매주 목요일 10시입니다.

강사: 제이(Jay) 송

강의 내용: 스마트 교실은 초보자들을 위하여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줌으로 강의를 하므로 집안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교실 참가 신청자는 아래의  전화와 메시지, 카톡 문자로 신청바랍니다.  

이 기의 회장 전화 : 780-907-4459

SMART
PHONE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모임이 있을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杙瓩茅秉禉�狱槖螝甡擙�徱昊秕濉朩愝�漹攩�瞑繭弥�祥禺螡�穚漹毁�穉攱螝恵�祉螹�硩擝昉�穅覱�簆礕朩禅�
幆秕�氦禅�祉肝砕獡�翮甩觍�砊浹砕�秉螝弥�种瓺攍攩�
螝簅民�蕱料渾禝�砱蕑碅�禽琉炉禝�禽猆朶禁檡�矹橩礅砕�放油螝硅瓺攍攩��禹砕�褉礕禽禝�昉礅禉�湠瞉漹弥秕�
螮攍攩���觝禉�甩矹筁甡油�料磶�穚簉螝砱�螡禽狱裑禝�湡穉砕�漹茱禹�晝昉檢�羡獥禉�攩螹�漹廥瓺攍攩�
幕狱螮攍攩�

禹碚覱������/ZIKM�4MM�������浽螡禝礕������珦獥筅������湚筅礕������窵ߤߤ����

׳�റਗӘ

�����������
珕彖磮������礕竊衽�����悅螡�����悅纂砹�异漺忆�������螭泊瑞������禹瑡磶������悅纂砹�-,1��������瑝磙渽瑥�������悅纂硆������

彂异瑞������悅斚獥�������浽螡禝礕������禹渽簉�����禹茡硆������浹泊�����禹祩衡渽磮甩������穉忑猆泮狱������禹昞礕������

螝擝幅窶徕裑������悅螝拝�����湚衉瑝������悅浽秕������禹祥產�����窵漖筅������;3禹湁滚殥狱浹珑�������绲矁�悅湁產������

祩恵绥�������祩漖硪�������;3禹湁滚殥狱浹珑������禹祥產������悅恵浽������窵瓍瞉毱�������袙磙渽瑥������禹衉獢������穚瓾狱������

祩漖硪������幚渽瑞������禹泊瑞������+3*;������禹祥產������;3:<�8T]UJQVO������瑝磙渽瑥������螭猆褍������悅獶猁������

禹祥產������悅恵浽������獡覱猁������悅浽昉�������浹泊������悅獶猁������氍湁忑�����浹泊������悅私瑝������浹泊������悅磮渽������

狱簉昞衽裑������獡秱產������禹斚親������悅菥氍瓩������穚獥瞉������硁瑡漺����

ਘ�റਗ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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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04-0961 1995@thistimeglobal.com

에드먼턴뉴스 · 행사 · 문화EDMONTONDMONTON 403-804-0961 thistime1995@gmail.com

광고모집

알버타 주민들, 알버타 주의회가 주최한 추도식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경의 표해

에드먼턴과 캘거리 
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Terry Fox Run에 
2,200명 이상 참가 

私磙私�� 私�砕�穉徲砕獡�瑝绡�泊禝�

胕拝攩禽朩禹�樱攢袙�抍禉�浻弥�穡��

裑�莑毱�蘲瓩�樵�<MZZa�.W �̀:]V�禉�祉

螹�蘱秪昉檡毁�簍筁蟍攩�

瞙�砵徱毁�祉螡�砵檅�恵恍�泭恍�蟎狱

幅�攩甡�砹橽弥��瞑滉茅禽朩禅�胕拝攩

禝�穉獩禉�恵毱恵�祉螹�攩甡�螡滍�筁�

穉砲砕獡�攱橽攩�

砕朡沁荹砕獡擙� ��泊禹�捝擙�狱槑

朩禹�恵恍禉�窵獶螝弥�瞙�砵徱砕�故

螡�禽產禉�揗禹恵�祉螝砱�蟎狱砕�繽

砱蟍攩��筁羡�聦砕�杵殹油�徵策禅�簅

拡�泌�掉漹攩�穆砍簅民�昉甡幅�穉硁漖

砕�弉珒�故绝螭砕�杵槁�砱穉觍�禽猆穆

禽�廵彁毁�漹硅攩��

�����泊�禹猆禝�筁秕朩禹�种擙�胝庵毱

禝�徵策禅�褭睱�料�氓瞝攩��泭朥�砵橾

故禝�狱槑朩禹�私濅�股徱朩彁�螭愝�异

筁毁�椵弥��秕穉庵毁�茅弥��庽砍攩�

筁羡�聦禅���掉�穉漹攩�硩擝拥�料�氓

禅�胕拝攩禽禹�瞙禁檡�猢窹螝弥�种簅

民�砱穉觍�瞙禹�禹�拝槁禝�筁磙�狱氢�

礕禽禹槁弥�氕蟍攩�

胝庵毱砕獡�蟎狱毁�筁昉螡�蘹�膚瓩

擙�Ћ料�氓禅�狱槑朩禹�狱氢螝簅民�猢

窹秕幅�料�氓攩擙�狱甩禅�砵徱幅�芵�

獶彁毁�庵暕恵�甡秖蟍攩擙�篢庵Ќ槁

弥�氕蟍攩�

私磙私�瞉肭�衉秱�砕朡沁荹�筁湁朩禅�

莑毱�蘲瓩�秱攭禉�祉螹��民�攱樱�禹猆

禉�泭恍蟍弥��胝庵毱擙���民�绡�攱樱�

禹猆禉�泭恍蟍攩�

사진 출처: CBC 

簅拡�!礙� 私�!�獽禝�拝禹檡���掉禝�菺

肝�抢砕�獽猆禉�查拡�砱碚禉�恵毱擙�翙

昉產禉�祉螹�瑝湶�泊禝�瞑滉茅�筁湁朩

禹�礙磙私��!私��筁禝裑�庹涁砕�泭硅攩

碚氂�胕拝攩�蘱漖�湹朡�:WaIT�+IVILQIV�

)Z\QTTMZa�*IVL�幅�禹抉擙�蟎狱�拹拹�禑

瞊禹�砵筁晝砍弥��炉幅�濅瓱濅瓱�拹橽禁

沵��砕朡沁荹禝�怽毵磵朡�甶矹篍擙�Ї筁

攝禅�拝禝�泮秕Ј碅�Ї拝禝�窵徲砕�氾獽Ј�繱

珦幅毁�濍橅攩�

穡禹瓭�腅攍�瑝猆彁�彅策朩禅�砱碚禉�

瞥昉螝擙�廈禹�码氍拝�狱槑朩禉�螝拝檡�

涎肝廑�蟍擙簅砕�故螹�繱狱毁�漹挍攩�

怽毱弥�翙昉產砕擙��簅湮�穚肝�簅昉秕

朩禝�砵獩��礕筁湁�秪檡��砕朡沁荹�獶强

裑�筁徕��砕朡沁荹�幅菭毲�故筁徕禝�恵

昉幅�蘱螭晝砍攩�

<[]]\ЈQVI�.QZ[\�6I\QWV�翡甥禝�杝�氩攍祍

篍擙�螥瞉滉簅碅�砱碚禝�磵穚禉�裑猆蟍

攩��槉蝉�瓩茅禽螝磵矹擙��!��掉��礙��

私�瞑滉茅�濅簅狱檡�秉泊晝矹�怽�簆纊

禉�氦禅�羡罍禝�礕筁湁禹�晝砍攩沵�怽

擙�暝�攩�幚螡�簆砊�祩毱毁�湄砍攩弥�氕

蟍攩�

攩殽�瞥昉秕朩禅�砱碚禹�獽猆禉�查拱

攩擙�狱甩禹�砱穉觍�湄恵簅�瞏弥��怽掅

禝�筂禑禅�幅窶禉�秈禅�廈彁�幞攩弥�穉

蟍攩�

瞑滉茅砕�种擙�碚甩�故漅禽禽�狹氍�槁

肹攍�筁簅狱擙�胕拝攩砕�故螡�砱碚禝�

蠑甥彁�怽掅幅�胕拝攩毁�弥蟪禁檡�砱弁

斝�湮產禉�裑猆螝沵�Ћ蘕螝��磵毱擙�簉穚

禁檡�放甥禉�怽毱礑螥�廈秊攍攩��放甥

禅�料�禹猆�祦绹穆禁檡�磵毱碅�螭愝螝

簅�瞏簅民�放甥禝�蓾漉螡�祥狵禅�弉珒

螹獡�磵毱�脩淩攍蔵砕獡�炠拥�廈禹沵��

放甥禝�猆甩禉�瞥昉螝擙�狱槑朩砕廑�硆

幕禉�等�廈秊攍攩Ќ槁弥�氕蟍攩�

사진 출처: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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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聺�禹猆禝�故怡泭�筁庵磮�庹涁砕�庵筁螝擙�胝

庵毱�筁湁朩禅�弬�氍腘�藁湐禹槁弥�濍毱擙�筁繭�

蠍幅篢禉�徱秊螝砱�庹涁砕獡����U�禹拹禝�昉檡

砕�筁繭螥�瑝�种攩�

胝庵毱�甡禝裑擙�!礙���私�袙磙私�禹�猍檡磹�蠍

幅毁�瓾禽蟍禁沵�硱螹�氕悑簅�湡裭晥�廈禹槁弥�

湢衙攩��怽毱弥�甡擙�甡湁朩禉�祉螡�筁繭�幅磮獶

禹�怽朩禝�徕菺�磙徱�狱螲彁�筁繭�炉磮禉�彅毱螝

擙�斵�昉礅禹�晥�廈禹槁弥�斬濞硅攩�

怽樱拝�禹�猍檡磹�蠍幅�蝉檡怽槭禅�螡�攱砕�羡故�

����禝�炉磮禹�朩�瑝�种擙�廈禁檡�瞑橩穽�种禁

沵�强强�昉檡毁�穡螡晡�瑝禝�狱槑朩砕廑�捝弁攩

擙�炉蕕昉�私弥�种攩�

膝昉�湔�瞉蕑蓽�庵筁秕擙�����掉��礙�甡禝裑砕

獡�瓾禽螡�穚纊�漅异禁檡�禽螹�筁繭�蠍幅毁�湠禉�

瑝�砋擙�廈禁檡�獥矽晝砍攩�

衉秱禝�掽猆�筁繭�蠍幅�蝉檡怽槭禅�筁湁朩禹�浹

欑檡�蠍幅篢禉�湠禉�瑝�种昉檢�螝弥�种簅民��禹擙�

����掉砕�竊欑晡攩�

猍檡磹�蠍幅�蝉檡怽槭�螝砕獡��幆�瞉蕑蓽拝�膝昉

擙�矖昉�濍幅擪螡�祥猆�蠍幅�螡�幅簅民禁檡�穡螡

晡攩��怽樱拝�祥欑�蠍幅篢禹�筁繭秪禉�漹秪螝擙�

廈禅�瞉攍攩��怽�徱砲禅�故策砕廑�幡湮晥�廈禹恵�

枑浽禹攩��穚袚螡�礙�狱磮欑擙���礙�硍狵�揁禝毁�

菺螹�甡禝裑砕獡�廵穚晡攩��甡�彅弉秕擙�猍�蠍幅

篢禝�穡瞍�幅廮禹�掽猆�筁繭�硺玝�炉磮彁�祥狱螝

沵�穅珑朢�胝庵毱�筁湁朩禉�祉螡�漹窵恍禉�弥橩螝

弥�种攩弥�氕蟍攩�

甡擙�怽朩禝�筁磙�泮蚡幅�珑朢�纂翡漹攩�掽猆�筁

繭�瑝磙毁�彅毱螝擙�廈禹沵�禹�蝉檡怽槭禝�秥秱穆

禽�禹禺禅�磹硆�炉磮禉�翮放螝擙�斵�狱磮晥�廈禹

槁弥�湢衙攩�

새로 도입되는 4층 이상 주거용 건물 거주자 주차를 위한 마켓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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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수,금요일
화,목요일
토요일

9:00 am - 5:30 pm
9:00 am - 6:00 pm
9:00 am - 3:00 pm

info@youandeyeoptical.com
2984 Ellwood Dr. SW Edmonton

Dr. 권혁진 가정안과

780.440.2239 info@youandeyeoptical.com
2984 Ellwood Dr. SW Edmonton780.440.2239

안과가정의 Dr. 권혁진
최고 권위의 University of Waterloo School 
of Optometry Honor 졸업

Dr. 권혁진 가정안과
유앤아이 안경원 안과진료 및 시력검사

* 사업체에서 주문표를 가져오시면, 별도의 
요금부가없이 세이프티 처방안경을 제조해드립니다.

월,수,금요일
화,목요일
토요일

9:00 am - 5:30 pm
9:00 am - 6:00 pm
9:00 am - 3:00 pm

၉ᆳဴແ�ඳഭྦઠ႞લ
�ఎ��ხႜ�ྦઠቇ�ዽጀ�

www.youandeyeoptical.com

Parsons Rd SW

Ellwood Dr SW
䁜㉸㐑す
㊥⍜ᡐ䆌

91
 St S

W

Ellerslie Rd SW

2984 Ellwood Dr SW, Edmo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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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강 주 성 (General / Principal Dentist)

•보철과 전문의 (한국)
•전 UBC 치대 Part-time Faculty
•치의학 석/박사과정 수료

임플란트, 치아교정, 시니어 / 성인진료

Dr. 허 현 아 (General Dentist)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한국)
•구강악안면외과 인정의 (한국)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박사

사랑니, 구강외과수술, 일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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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군주’ 엘리자베스 英 여왕 

세계와 영국에 작별 고하고 영면

A1부터 계속

영국의 가장 오랜 군주였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의 장례식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

터 사원에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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捼蝑毲瓩幅�猆恍���矺礕禉�拹庽弥�衉甩蕕�Ї硩簚矹�

廑秉Ј�繽幅秕毁�泭簖螝弥�种攩�

�

捼蝑毲瓩�膙毱瞉擙���私�祥蓡灑毁�菺螹�毱码毱蔵�

瑁�Ї硩簚矹�廑秉"�料�纑毵簅Ј禝�氍簅氎�繽幅秕毁�泭

簖螡攩弥�湢衙攩��螹放�蝉檡怽槭禅�禹穚秱�筁砵禝�

朡槁氍�Ї硩簚矹�廑秉Ј禉�礕秖禁檡�螡攩��繽幅秕����

泊禹�猆恍����民攱樱�矂���矺礕�禉�揘弥�异稆螝擙�

拹磮禹攩��螹放�猆恍禅�毱码毱蔵�瑁�狱猆�幅秪�芵�

瞦瑝檡�瞑橩窑攩�

�

Ї硩簚矹�廑秉"�料�纑毵簅Ј擙���濅秖禁檡�穡秖晝沵�

拹掉�罍�硆徲砕獡�簉蟎晡攩��茍槂螡�繽幅秕朩禹�狱

氢螝擙�廈禉�穡碽螝弥�廑秉彁�簉蟎�湮產�朶禅�礕秖

彁�炉瓼螝廑�杵毁�硍穚禹攩��禹碽砕昉�捼蝑毲瓩�聦

禅�猍檡磹�廑秉禉�翙幅螥�廈禁檡�弉裒禹攩�

硆矹幅�幅擪螡���狹�禹猆�獶禽禅�徲穆禹拝�庵筁簅�

彅弉�砋禹�摉徱拝�簅礕禹�幅擪螝攩��捼蝑毲瓩�强

產� 狱禹蓽�P\\X["��___�[Y]QLOIUMKI[\QVO�KWU��

毁�菺螹獡�簅礕螥�瑝�种攩�

捼蝑毲瓩�聦禅�Ћ禹恵朥�簅朥�泭朥�繽幅秕擙�攩肝

簅�瞏弥�查拥�廈禹簅民��禹恹攩油�花廑�禹恽�廈Ќ禹

槁沵�Ћ禹渽�瑝湶�泊禝�繽幅秕毁�獥湡蟍簅民�瞉簆�

秕毱幅�拭瞝攩Ќ弥�蟍攩�

403 285 7070 (ext 32)

DJ@RLGLAW.ca l www.RLGLAW.ca

정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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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FM
Every Sat 8pm-9pm

J&B
Sam

     
     
FunFun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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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사망 . 건물파손 피해 속출  
멕시코서 규모 7.6 강진

한국인도 참여 가능?  
‘상금 63억 원’ 현실판 오징어 게임 개최

유럽서 여왕 추모하던 날  
우크라 민간인 숨지고 원전엔 미사일

사진 출처: 연합뉴스

祥橂砕獡�硆徲�砱碚�秪檅產禁檡�翙泭�濉祉恵幅�滍

簅斝��!私�衉簅甡幉��硋拝槁�磵花槁禹拝砕獡擙�穉

稆禝�蘱袙�珒砕�湁幉禽�覱猢禹�珒翡蟍攩�

**+�撹磚茅秉瓩�6A<��檡禹荵菺甥�朶砕�杵殹油�

禹拥�磵花槁禹拝�故菺橾甩禅�羡恁�樱甡瞉�强廮禁

檡�湁幉禽�羡珑� 泊禹�瑭簅弥���泊禹�攩缩攩弥�湢

衙攩��羡恁�磵花槁禹拝幅�瑝漺螡�濆昞濅�螝殹苩磵

筁禝�硱橍覕�甡捩褉漹褉�筁簅狱擙�樱甡瞉徵禹�簅

拡���私�螝殹苩磵禝�螡�穚甥漖礕禉�强廮螹�禝欑簉�

�泊禹�狱氢螝弥�袝秕��泊禹�攩缩攩弥�筁秪蟍攩�

幞禅拥�股樱�濉毱筁禝�獽橪禹�秪瞊螡�磵花槁禹拝�

昞濅�昉捩聥花�簅砲禅�磵花槁禹拝�强廮�茘砕�湁幉

禽�攩瑝幅�覱猢晕攩弥�筁秪蟍攩��衉簅�放徲砕�杵殹

油�����蘱茉�!湡禹�昉捩聥花甡禝�舥禹炉珆瓩苩�

簅砲砕�湡狱晕攩�

瞑橎獽禹�舭橝簉�昉捩聥花甡�甡秪禅�磵花槁禹拝

徵�强廮禁檡�湁幉禽���泊禹�瑭簅弥� 泊禹�濅猆蟍

攩弥�筁秪蟍攩��**+擙�濉毱筁禝�簅砲砕�衉秪�袚禽

禹�矹橩礑�廅篢禹�矹橺攩弥�穉蟍攩��禹碅�彅橭螹�磵

花槁禹拝�聦昉�瞉簆�秊秪禉�湢觑�廑�砋擙�猆袮禹攩�

幞禅拥�磵花槁禹拝�礕穉�禽恁砕獥�桕�蘲湡禹�私矹

拱攩��磵花槁禹拝�徲硆�礕穉恵砊�砕捩殹弥瞉菵禅�

樱甡瞉幅�禹拥�猍漂�拭濅�渽膡槁禹磵筁禝�螁磵斵

摉花槁禽瓩花�拭濅��礕穉禉�强廮蟍攩弥�湢衙攩��禹

弸禅�秕蘱毱秕�礕穉砕�禹矹�磵花槁禹拝砕獡�暕�滍

簽檡�芵�礕穉禹攩��礕秕檡砕獡�矂����辅�柭矹簉�弸

砕獡�樱甡瞉�渽狱私禹�蘲湡蟍擙斵�攩蟎觍�礕秕檡�

�恵碅�螉瑝�瞍穉秪炉擙�珕猆禉�秊簅�瞏瞝弥�禽泊

螁螹昉�漹弥晝簅�瞏瞝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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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추석 특집 영화 ‘공조 2’ 

한국영화의 흥행 대목은 통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구정, 여름방학 시즌, 추석, 성
탄절 등이죠.
왜 이때가 흥행 대목일까요? 이런 날들의 특
징은 사람들이 어디든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한
다는 특징이 있죠. 그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제일 좋은 곳이 아마도 영화관 아닐까요? 올
해 여름 많은 예산을 들인 영화들이 예상외로 
고전한 것을 보면 예전 같은 영화계 판도는 아
닌 것 같습니다. 영화관 가격도 올랐고 관객들
의 주머니 사정은 녹록치 않고 넷플릭스를 위
시한 여러 가지 집에서 관람하는 플랫폼이 많
이 생겨서 극장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이럴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요? 그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속편입니다. 속
편은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설명할 필요를 느
끼지 않으니 절반의 시간은 벌어 놓은 셈이죠. 
그리고 캐릭터도 이미 써먹어서 검증이 된 상
태이니 손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는 환경이 만
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예전에 나온 영화 공조의 속편 공조 2가 개봉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추석 시즌에 이렇다 할 
만한 대항마가 없는 상태라 환경은 굉장히 유
리하게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조 1편은? 

먼저 선보였던 공조 1은 남한의 형사 유해진
과 북한 특수요원 현빈이 함께 팀을 이루어 범
죄를 소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잡
한 스토리 라인보다는 유해진의 입담과 현빈
의 외모와 액션 그리고 발 빠른 전개로 코믹하
면서도 볼거리를 갖춘 전형적인 오락영화였
죠. 이 기본 틀에다가 이번 공조 2는 다시 한번 
이 둘이 뭉치는 그림에 미국 FBI에서 온 요원 ‘
다니엘 헤니’가 합세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죠.

줄거리
簥拹�拝擙�拭螡�衚狱�幚簉茡�祥螹簉�碅�砝毱

蓽�濆螡�衚狱�氁绥橾�衉炍�禹�攩甡�涎缩瓺攍

攩��怽毱弥�.*1�珑珒�螹碽蕑�衚狱�秲�攩攍砝�

蠩攍���螡徲彁�濆螡砕�禹矹�渽徲悑簅�珕禉�秦

禁沵�瓩腅私禉�苩礥笥�

硆袙擙�硩蝉攢濅荵�料�花弥�袙橩螹簉�瓩腅

私檡�彅幢朩禉�瞚昉螮攍攩��渽徲�撹磚�甡幅

簅�螡漺蕕砕獡�蘁缕簅擙�瞦玝�甥禹�恹秪幕

禉�揗禹沵���藽禝�猍�禽涁�秲�攩攍砝�蠩攍�碅�

秪泊筅�簉獥怡�昉�朶秪螮攍攩��

猍� 炑樵禉� 砵恵螡� 簉獥怡擙� Ї滙笉昉甡Ј碅

擙�穚湝故�禹渽簅毁�徱衉螝恵�祉螹�蠩矹瓩

茅私濅荵�沙禹花砊��濉祉恵悑簅�泭暕�湙戭

瓺攍攩��秲禅�硩槡�甡幉�氍矂�滙笉�窵簆禝�

毱料�秪泊筅禉�紘禅�抢砕�朡杙矹�怽毁�绹蘱

螮攍攩��怽樱拝�幖秖瓩橍�朶秪螡�濆螡�衚狱�

氁绥橾�衉炍�禁檡�禽螹��秪泊筅禅�濆螡禁檡�

衽珦晝笥��濆禁檡�珦袝螝斝�策�幖秖瓩樱磹�

蘲湡彁�螭愝�瑭氎觍擙�罢廮穉禹�滑矹簅弥��

禹�彁穚砕獡�秪泊筅禅�濅螝朩彁�螭愝�昉筁

螮攍攩�

弬禹矹�蘁缕簅擙�秪油禅�獡磽�狱禹滉�瑝狱

故檡�湡橾拡�幚簉茡禝�泭瓺��瞣獡�狱庹朩彁�

故窵晝擙�泭瓺朩檡�膙渾螡�秪油朩禹�砵翡

普攍攩���

瑝狱�策禝�甩瑝檡�狱禹滉瑝狱故檡�穉翡晕

斝�拭螡�衚狱�幚簉茡�祥螹簉�擙�彖瑝故�漺

怅毁�祉螹�泭暕幅�恵螁螝擙�绥橾禝�蕑蓽捍

毁�秕绲螮攍攩��

禹橌廑�攩甡�强窵螝廑�晡�绥橾彁�簉茡擙�砱

穉觍�獡檡禝�珒拹毁�禝由螝油獡�强窵�瑝狱

毁�蘁肮攍攩�

砱恵砕�渽徲砕獡�拥瞉硭�.*1�珑珒�秲�攩攍

砝�蠩攍��砲甡�秪泊筅禉�秦恵�祉螹�螮殝螮�

攍攩��幅悑瓩檡�强窵毁�廵獶螡�獽狱槑禅�簉

茡禝�簖禁檡�泭秊攍攩�

禹弸砕獡��藽濅荵�绥橾禉�簢狱槖蟍斝�湚湁

硆�秉祩瞉�彁�秱裑螝廑�普攍攩��螝簅民�湁硆

禅�秲禝�朶秪砕�甡獥禉�烁瞜恵弥�禹朩禅�漽

廮�猁幆彅弉毁�衚獶螮攍攩��狱甩禅�湁硆�袁

秕民禝�猁幆彅弉檡�潁�瑝�种攩擙�穕禹�礈禑�

蘱禽蓽秊攍攩�

�藽砕�炉螹�湁硆禝�袡矂昉�脩窑瓺攍攩��绥橾

禝�簍葱毁�秕瞉拹恵昉�螝弥�瑝狱砕�昉礅禉�

筁恵�祉螹�穉湮祉檡�拝獡��肝泊穆�氩橪禉�湡

狵螝恵昉�螮攍攩��螝簅民�砱穉觍�幕罍�砲砕

獡�滜矹拥�民螡�棡橼螡�袡矂禉�螝簅�洀螡攩

擙�穕禹�瞉璱礅禉�拭悆攍攩�

礈禑�茅祭禅�穉秖漹攩�揗簅�瞏弥��擪绲瓩樱

礅禹�浹恵硅斝�湁硆禝�膙渾甥昉�穉秖民苁�

甥獥螝簅擙�瞏瓺攍攩�� 怽橁砕昉�穆秱穆珑�

湵肝螡�瞦玝彁�膙渾禝�等茅恵擙�獶强穆禹

槁弥�潕�等民�螮攍攩�

潁庵毱�油砕獡民苁禅�恵故毁�翮窶甡苩沵��

穉秖禝�秪穕朩禉�覦瑝螡�胕毲荵朩禝�簉幅昉�

炠禉�湡螮攍攩��幅漒廑�硭�幅窶禹�潁�瑝�种擙�

翙獢�硆袙檡擙�珕猎禹�砋擙�硆袙秊攍攩��胕

拝攩�幡潎�私穚禅�瞉簆�渽穚秊攍攩�

Woody Kim의 Cinema Paradiso - 251 -

함께 추억을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으시면 
E mail 보내 주세요. 

trinityjazzac@gmail.com

(5) 

Woody Kim

영화음악 작곡가, 문화평론가
작가, 피아니스트 
trinityjazzac@gmail.com

Part of ROGERS 
INSURANCE GROUP 
of COMPANY

Part of ROGERS 
INSURANCE GROUP 
of COMPANY

캘거리 403 695 1050    l   에드먼턴 780 989 0505
Fax) 403 225 0515 

Email: JASON.C@AWININS.CA (가장 빠름)
Head Office: #800 1331 Macleod Trail SE Calgary, AB T2G 0K3 (on Macleod Tr)

지금 전화, 이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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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KER CHANGE

일과중 전화 RETURN 10분내

일과중 이메일 답변 즉시 

모든보험 취급

차사고! 블랙박스 있음 상황종료!

최국병 종합 보험 (AB, BC, SK)
서부 캐나다 최다 손님 보유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0년 경력

취급 보험사 TOP 10

Aviva, Intact, RSA, Travelers, Pem Bridge,Max, SGI, SMI, 
Econimical, RV Direct, Wawanesa 외 90 여개

마음의  평화를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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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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보양 습기 제거 원상복구

EMERGENCY CALL: 403.800.8844  QUICK RESPONSE. 신광서 403-890-5106Ltd.

물이 터졌네
어떡하지?

Renovation & Restoration 24/7 EMERGENCY CALL
403.800.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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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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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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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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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04-0961 thistime1995@gmail.com

광고모집

시 의사당 City Chambers

글래스고우 대성당 Glasgow Cathedral

瓩膙蔅槡朡砕獡�幅秪�硩槝晡�獶放��獽禽蓽�涎弥�;\��5]VOW�幅��獽恵砕�绝禑�獽礥攩幅���� 掉砕�衉秱禝�庹涁禹�簅矹簉�廈禁檡���獽恵�徕裑禝�礕衚禉�怽故檡�幉簆螡�弸禹攩��禹�獶放禅�恅槝瓩弥禝�瑝衽獶禽

禹秕�獶放禉�绝禑�獽磹�獽禽蓽�涎弥�;\��5]VOW�禝�禹毉禉�杵�Ї獽禽蓽�涎弥�獶放Ј禹槁弥昉�濍毵攩��衉秱�獶放禅���!�掉砕�繮强螹���� 掉砕�碉强晡�廈禹攩��穉獩砕�禝螝油��獽恵�瓩蓽槝朡恅槝瓩�筁徕硅斝�獽禽

蓽�涎弥擙�暕�氍毱�朩幡幅�禹抉擙�瑝橍砕�獶禽禽�藁庵瓩禝�甡甥禉�用弥�幡砕廑�Ї甥禹�穚螝甥�弸禁檡�幅槁Ј弥�氕蟍擙斵��幡朩禹�衉秱禝�恅槝瓩弥�故獶放�濅簅檡�抑弥�碙攩弥�螡攩��瞉槝聺砕擙�獽禽蓽�涎弥�;\��

5]VOW�禝�潎瞍放禹�种攩��脩攩槅�瓩莑禽朡恅槁瓩�纂��袙橩螡�瞉肝��珕禁檡�窵幆螡�秪產彁�恵掕�窵幆禹�种攩��故獶放禅�庹翚��砲狱�桕擙�狱簉砕�彅由�种擙�禹砕廕�螉瑝�湮浽�膙瓩�

Scotland
글래스고우 Glasgow

정리: 백전희
정보: touropia

라이트하우스 The Lighthouse 부캐넌 스트리트 Buchanan Street

瞉殹摉漹�)Z\�6W] M̂I]��Ї恅槝瓩弥�瓩茅私�/TI[OW_�;\aTM�Ј檡�恅槝

瓩弥�/TI[OW_�幅�祥泊螹窑攩��恅槝瓩弥�/TI[OW_�毁�砱蟎螝擙�狱

槑禹槁油�湝朡甡�恅槝瓩弥�/TI[OW_�幅�拸禅�祥泊螡�庹翚幅禹秕�

獩弉狱禽�繵瓩�橍攍�氩苭菥甡�+PIZTM[�:MVVQM�5IKQV\W[P��禝�私猢

砕�彅螡�禹矁恵幅�种擙�� !�掉�袙橩螡�漂昑檡�簅矹簉�庹翚涁��槁

禹蓽螝磵瓩毁�湝朡甡�幅�漹瞉矁�螡攩��硍穉砕擙�恅槝瓩弥磵�蠩樹

朡�甥浽狱禝�漽狱硅禁拝��!!�掉濅荵擙�Ї瓩膙蔅槡朡�杙秕禽�庹翚

玁荵Ј檡�狱磮螝弥�种攩��滍袙螡�瑁螖幅禽�濅胕捑�庵毱砕�种禁沵�杙

秕禽彁�庹翚�彅橭�親渽�种擙�穉甡涁禹�种攩��恅槝瓩弥磵�泊涁�策�

螝拝禽�沐簉�拝獥衚�弉攭禉�杵槁�硱槁幅油�昉甡幅�拹橩攩�漹禹擙�

穉氢故砕�禹殽攩�

硍瑥渽幅�捝肝擙�瞉毉攩磹�硠�庹翚涁檡�幅朢螡�濅胕捑�庵毱

砕擙�攩矖螡�泮穆禁檡�禹弸禉�纃擙�禹朩檡�幅朢螝攩��砱蟎簅

砕獡�蓾漉螡�涁庹禉�狱恵�礕螝擙�瑁螖幢��瞉毉攩磹�硠�庹翚涁

禹�衉故穆�幕幆彁�窵袙毁�禹欭擙�禹弸砕獡�蘁缕簅擙�瑝氓禅�

庵毱�蟎祉�硍瑥幅朩禝�强砵�幕猆螝擙�禹朩��芵�幩樱毱毁�纃擙�

禹朩�朶�攩矖螝攩�

�   掉�庹翚晡�禹茍毱瞉產�庹涁��祥泊螡�窵簅瞉�彖秪砕�种攩��故毱

獢彁�氍衽幅攍檡�禹欭矹簉�湮彁�捘禅�袅�怽毱弥�弉攭禁檡�纉礑簉�

庹涁�拹濅�砲甡�禹茍毱瞉�瓩茅私���!獽恵�放甡�恅槝瓩弥磵幅�异穡

穆禁檡�码氍拝�蛒窶蟍擙簅�秝�漹砱筅攩��攭瑡螡�禝裑�庹涁禹槁�砱

恵弥�禹�庹翚涁禝�拹濅毁�漹簅�瞏弥�簅拝股攩油�花廑�褉裑螥�瑝�种

攩��秥甡昉�摍禉�栉�瑝�砋禉�民苁�袙橩螡�拹濅擙�禝裑槁恵漹攩擙�忆

穉禹槁弥�螹矁�料�矹磽毹�朴螝攩�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 글래스고우는 클라이드강 하구에 있는 항만 도시. 도시의 슬로건 “People Make Glasgow”은 도시의 넓은 포용성을 말해 준다. 친절한 주민 덕분에 
여행자는 이웃 동네 마실 나온 듯 편안하다. 상공업 중심지로 따뜻한 기후와 해상교통이 발달하여 선사시대부터 교역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역사상에 도시가 등장한 것은 12세기 말 
자치가 인정되면서부터이다. 1707년 스코틀랜드에 영국 식민지와의 자유무역권이 부여된 후부터 미국과의 담배 무역으로 번영하였다. 공업도시이면서도 20개 이상의 공원이 있
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1451년 설립된 글래스고대학은 영국에서 오래된 대학. 경제학자 A.스미스, 발명가 J.와트 등이 이 대학 출신이며, 높은 학문적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
고 있다.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한 이름 ‘맥킨토시’가 이끄는 아르누보 ‘글래스고우 스타일’로 유명해진 글래스고우를 만난다.

글래스고우 대성당 
사진출처: touropia

ⓢ⇮ऺ⩛

RENOVATION
REMODELING
REBUILT
RESTORATION
RECONSTRUCTION

FUTURE HOME OF...

제씨건축 J S CONSTRUCTION LTD
INTERIOR & EXTERIOR CONSTRUCTION 

JESSE SEO 587-707-0153

BUSINESS FOR SALE

Asking: $130,000
Kim Chi House in Chinatown food court
MLS # A1213531

Jung Sung Lee ֑۫ڵ  Agent | CIR REALTY
ingproperty@gmail.com / 403.608.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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擙�瞍�蔅橩矁�湙槑簆螝攩�

蝉槖瓩�故菺橾�氍花檶彁�胕拝攩�罢毱�蓽欭昉擙�蝉槖瓩矹�蓽祉荵砕�硆矹產�-TQbIJM\P檡�痁攩��祥橂�碚

窶�禹毉朩禅�故攩瑝�祥橂�矽矹砕獡�秕徲矹�湮產禁檡�濅殹攩幅��衉故砕擙�昊私矹��蝉槖瓩矹�朶禅�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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槖瓩漹攩昉�矽矹砕�漹瑝穆禽�油泭昉�种矹獡��TQ[IJM\P毁�眵擙斵��胕拝攩�穚濅禝�强產�蝉槖瓩矹�绥秕

擙�硆矹绝橁�-TQbIJM\P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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缕�廑殹民矹禽�硆矹檡�攩甡�朩矹幉�廈禹攩��禹�禹毉禅�禹茍毱瞉矹�+IZTWC肹毁檡E��绹膙矹�3IZMTC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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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찰스라는 이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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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04-0961 / 61 Rocky Ridge Close NW, 

- 부르심있는 새생명교회 송종률 담임목사 - 

磵毱幅�獶异禉�秂禉�枑�绡狱�禹矁恵幅�拝硩油�湄矹矁�螥簅�放袮瓩樱磹�异磵幅�氓禅斵�矹繑�晝砍庹�绡狱擙�獶异�穉绹砕�朶秪螝擙�窹秱禹沵�
硩觍橩�磵毱漹攩�沁穅�纂窵晝砍禁沵�怽策��濉禝��禅�螝拝攝禉�故穆螝擙�茅槂螡�秕禹沵�茅槂螡�绡狱擙�磵毱毁�螹螝簅民�獥螡�绡狱擙�
磵毱毁�昉碅筁擙�砲袡禉�螝擙�廈禉�瞑�瑝�种瓺攍攩���

怽樱拝�衉甩檡�绡狱毁�漹庵拝�绹蠝螡�狱槑朩禹�捍浹�覱怅螹�秕甥�种廑�绡狱毁�篢庵螝擙�狱砲秕朩禹�砋擙�廈�幞瓺攍攩��
��� 掉�幅禉�穅碅�瞉拹幅�滩蝉砕獡�簖禁檡�昑瞉硩擙�恽砕�膙花橍禽砕�瞉毉攩磹�簖荵毁�湡廱螝砱�簖禉�簘恵檡�螝砱�枊禉�弉矂螝弥�簖禉�簅矹�秊筁螝廑�晝砍瓺攍攩���
禹狱�螝欭�穉�穅擙�簖砕�绲珑毁�渽毱�螝弥�袁秕獡�秥禉�秕廑�晝砍瓺攍攩��

猍漂砕�秥禉�悭砍擙斵�猍簖砕獡�拝擙�藝禽蓽�按猍碅�砱樱�幅簅�袙螞矂蛍�按猍砕�曼弭禹�瞉蕑�私矹拥�瑝�砋砍瓺攍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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螞禅�擖故禝�秊砕�汽毱毁�朩禹湅矹矁�螥��

猢幆禉�螝攍�廆禹�拱簅民�弥菺瓩樱礑螝

擙�擖故禝�泭瓺砕�怽挪�簅拝肥�瑝幅�砋砍

瓺攍攩�

廵徲�螞禅�擖故禝�秊砕�恹�筁暪禹毁�簖矹

捨弥�泮徱沒砕�庽毵�幅甡毁�矹橺廑�熖瞉挍

瓺攍攩�

怽毱弥�螞禅�擖故砕廑�氕蟍瓺攍攩�

Ћ矂珒螡�狱檅炉毁�竅�筁甡簅磙�Ќ

怽樱秕�擖故擙�滑脪�袙毁�拹沵

禹橌廑�氕蟍瓺攍攩�

Ћ拹�秊砕�汽毱毁�朩禹湅弥昉

狹瞉种禁油�幕狱螹矁簅	Ќ

湠禅�禅衡毁�氢幆螝擙�穆湝螝秪禅

穚氕�昉礅禝�珕恽禹�螉磙螡�瑡幉砕擙

泭暕幅�碽油螝廑�民朲攍攩�

湠禅�民苁�滥蛁攩擙�廈禅�瓂簅�瞏簅民�

湠禅�禅衡毁�怽�禹猆禁檡�幟擙�狱槑昉�

种瓺攍攩�

湙檡�怽樵�狱槑朩禹�獽猆禉�炠拝廑

民朩矹�幅擙�廈秊攍攩�

# 금주의 명언
禅衡毁�晝幟擙�廈漹攩�料螡�禝浹擙�砋攩�

Ђ�苩腅檡�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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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ahi Ridge South. 2.365m.
Kananaskis Country Public Land. 
2022.09.17
캘거리 산악 동호회 산행

螝欭竊私�瞎瞉獡�私螝庵拝�螡秕獽砕獡�花廑�礅簆禹簅�瞏弥�硩槝�种攩漹油��蠍毱�矹悭�泮�螥�廈�砋禹�焕恁螹簅恵�氍橭禽斵磙��硩擝禅�禝秕�螝拝油�种禁油�瞉浹毱�焨焨螡����������

狱槑昉�濅改砋禹�杵槁螥�瑝�种擙�瓩蓽橍育�昞秖朩禉�珑幡螹朡毱弥秕�螮攍攩��簖砕�种擙�攭攭螡�禝秕�螝拝民�筅炉螹筁甡徱磙��羡恁砕�砊檡朡螡�祥蓡灑�硆猆禉�繽弥螹�簅恍�

湙檡�杵槁螹漹甡恽�湙槒攍攩�

줌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홈트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ㅗ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羡珑螡禝�甡幉�葱秕檡�攭恵幉��绹策�幕樎�禅�涁檥��恁橪�蟪猆��祥砵獶�幚袙��绹衚�徕穚��瓩蓽橍瓩�螹珑��磵磽篢�幡獥禝�裭彁

���懽筅螡�幡禽�裑礕�彅毱檡�簅珒穆禽�磹昞欭蔹禉�猢袡袙螝昉檢�廮橩

���泭攍荵毁�菺螡�甩甡幉�秕獽�徕穚���"��幡禽�橍瓭彁�怽款�瑝砊�泭暕�甥绲�幅擪�

���绰�瑝砊�绹蠝�穉��獥猢攝彁禝�穉袙猆改禉�菺螹�徱绹穆禽�幡禽禝�泮蚡碅�6--,�穉攱��螞猢�民窶昉�怾故袙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나 이메일 connect@yogafulness.life 로 신청해 주세요. 

요가 칼럼

뻣뻣한 당신을 위한 초간단 
CHAIR STRETCH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카카오톡 아이디  -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  www.yogafulness.life

유튜브 채널 Yoga Song Hayeon에서 9min Full Body Stretches for Relief from Sitting All Day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1. Supported Triangle Pose (삼각자세 변형)- 어깨, 옆구리, 안벅지 스트레칭

사진: Sunny Kim 산악대장
cafe.naver.com/yycmountains

2. Downward Dog Stretch (다운독 스트레칭)- 가슴, 어깨, 뒷벅지, 종아리 스트레칭

TIP!  사진처럼 팔꿈치가 잘 닿지 않는 분들은 손바닥을 의자에 올려놓고 진행해주세요. 단 허리부터 정수리까지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禝秕毁�瞣砕�暕弥�狱簉彁�幞禹�硩殽�湡禉�瞣砕�
暙�猆茡砕獡�硩殽�珕禉�焜矹筒攍攩�
禹枑�硋徱毱幅�繑怽樱簅簅�瞏昉檢�绞翙碅�蕙禉�
恽廑�藹筁獽磙	

料�禹猆�珕禉�瞣禁檡�焜禉�瑝�砋禉�枑�珕禹拝�
蕙戍肝毁�禝秕砕�硱橩揘弥�攩殽�蕙禉�
绡穚禁檡�焜矹筒攍攩�

蕙禉�绡绡觍�禝秕�朶湠禹�湮蟪禁檡�漹拹�硋徱
毱毁�甡礕螝廑�砹矹筒攍攩�

翮濉觍�瓩蓽橍育禉�螡�褉�攩毱毁�湙戙�湝故紂昉�簉蟎螮攍攩�

STEP 2

STEP 1

STEP 3

STEP 4

瞣禝�瓩蓽橍育禹�抢拝油�暕�珕禉�禝秕祉砕�硱橩揘弥�暕�湡禉�曩砕�暕弥�砎斮禹毁
硱橩�幅瓹彁�矹悭穉油禉�擝橩筒攍攩�

幅瓹禉�暕�蠍滊簅�狱禹檡�漹拽攩弥�猆猆螝沵�猆绹毁�砹矹筒攍攩�

泮彁�矹悭禝�恹秪幕禉�蛅弥�悏弥�恽廑�衽覦螮攍攩�

STEP 2

STEP 1

STEP 3

TIP!  다리 뒷면이 많이 타이트 하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사진으로 만나는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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渽徲� 花毱瓩绡

蘱瓩蓽�+8�擙�

蜭毱獡肝玁荵幅�

湡蚡螡� 猍檡磹�

濉獢廵彁毁� 禽

磮螹� 恵昊徕禽

朩禹� 浹竊徕禽

朩漹攩� 瑝穆禁

檡�砹獽砕�绝螥�

廈禹槁�穉蟍攩��

蜭毱獡肝玁荵擙�

�幅簅� 幅猆� 甡

拝毱硩毁� 菺螹�

渽徲禽禝� 竊徕

徱獶禉� 硍聦螝

硅攩�� 甡拝毱硩

擙�甥瞞禉�蘱恵

螡�绲掉�恵昊徕

禽朩砕廑� 筁泮

螡攩��砵徱砕獡�幚窵晡�斵禹荵擙�

Ћ恵昊徕幅�拝禹朥�渽徲禽朩砕廑

擙�砱穉觍�料�廵珒晡�竊徕穆�珑

珒禁檡�拭瞉种簅民��绲掉朩�狱禹

砕獡擙�炉竊徕穆�穚绹獶禹�簅珒

晭禉�漹砱筅攩Ќ弥�湢衙攩��

����掉�蜭毱獡肝玁荵擙�矹毵禹

毁�蘱螭螹�渽徲禽禝�矂���幅�恵

昊徕禽禹槁弥�翙穚蟍攩��浹竊徕

禽禅�渽徲�禽徱禝���毁�繭簅蟍

禁沵��祥故禽��禹瓱槑徕昉��觑暕

徕昉��濍徕昉毁�蘱螭螡�茅竊徕擙�

矂��毁�繭簅蟍攩�

蜭毱獡肝擙�Ћ��獽�禹穉��恵昊徕

禽禝��穉袝�珒昉幅�策攭�砋禹�硍

聦�恵幉�拹拹�炭槁簉攩油�����掉

悑簅�恵昊徕禽禹�料�禹猆�攩瑝幅�

瞉攕�廈Ќ禹槁弥�氕螝油獡�徱绹穆

禽�炉祭禉�穡甡蟍擙斵��禹�泭施砕

獡�浹竊徕擙�����掉悑簅�渽徲砕

獡�幅秪�簅湵穆禽�甥瞞蚡衉禹�晥�

廈禹沵�禽徱禝�矂���幅�浹徕槁

弥�筁秪螥�廈禹攩��恵昊徕禽禅�禽

徱禝���民�繭簅螝廑�晥�廈禹沵��

����掉砕�禹殹油�渽徲禽禝���

幅�炉竊徕禽禹�晥�廈禹沵���民

禹�恵昊徕禽禹�晥�廈禹槁弥�硍聦

蟍攩�

캘거리하늘가족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사진 장수사진 찍어서 
액자에 넣어드리는 행사는 9월25일에서 10월1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403-804-0961 thistime1995@gmail.com

광고모집

수리남 한인교회 전요한 목사

목회 칼럼

瑝毱拭禹�湡抍螝弥�种攺攍攩��氓禅�濉朩禅�瑝毱拭禹�瑝毱�恵狱毁�濅殹擙�禹毉禽簅��矹柩�拭

秕毁�濅殹擙�禹毉禽簅��瞉攍油�禑產穕�禹毉禽簅�秝泭殹甩庵�幞禅斵�簅拡�!私濅荵�捼蝑毲瓩

砕�强幡晝矹�業庵磹�湝禖禉�私禁苩弥�种擙�螝穚磵�袮穚湁�筁砵禝�螡徲�朡槁氍秊攍攩��瑝毱

拭禅�怽�朡槁氍禝�湵异禹�晝擙�拭渽禝�幅秪�秖禅�拝槁禹簅磙��

朡槁氍擙�瑝毱拭禉�Ћ拭瞉沙毱肹�故殞�灑槁簍�祉砕�祉肝螡�禽徱���民禝�窵怽民�拝槁��徲菥�

積湝禹�湅氁禹弥�穉�徲湁禝�積湝�禹猆禹�氍矂�狵砊砕�彅橭晁�种擙�攩禽竊��攩矽矹�徲幅Ќ槁

弥�獩泊螮攍攩��朡槁氍砕獡�瑝毱拭禅�故菺橾悑簅�氍矂碚彁�廵茆螹�滙笉毁�炉衽螝擙�濅蕭

螡�徲幅檡�怽橩簖攍攩��怽樱攍�瑝毱拭砕獡擙�湡抍螥�瑝�湛砕�砋瓺攍攩��穡秖狱砕�滚穆�故

禖禉�廅菥螝弥�螡徲砕�故螹獡昉�强產�螲禝螝廥攩擙�廈秊攍攩��徲幅禝�泊硍幅�攱毵�私禹攍�

放砵螮攍攩��

怽樱拝�穉衅�恁庵砋擙�禹矁恵擙�瞉攞攍攩��衉�濅菺橾昉�穉�故菺橾昉�氍矂�湅氩碅�彅橭�祥笉�

蕕廵禉�湠瞝禁攍�氕秊攍攩��羡恁�渽�徲浹濅禝�穉槺�漹弥獡砕�禝螝油�瑝毱拭禅�祥橂禁檡�幅

擙�拭渽狵�膙肹禽禝�袝瓾�徲幅槁弥�泊甡螝弥�种瓺攍攩���

朡槁氍擙�甩穡�瑝毱拭砕獡�氍矂�肹殹莙彁�珕秦弥�氍矂�湅氩窵簆禉�民朩矹�氍矂碚禹�晡�螡

徲禽�窵潎蟎禝�甩袙毁�湙茚禁檡�螮攍攩��窵潎蟎禅�瑝毱拭砕獡�猢獥�幅强�强秪禉�繭橽簅民�

氍矂砕�摍禉�昑橩�拭渽�羡故�氍矂�肹殹莙禽�Ї胁毱�肹殹莙Ј彁�珕秦弥�膙肹禽禉�祥橂禁檡�湅

瑝螹�芵�濅毁�畘禅�禽涁秊攍攩��怽擙�氍矂�磹湝纊禁檡�蘎滙螡�螡徲禝�故螞猢�筁濅�朶禉�禹

磮蟍擙斵�氍矂禽等�泭殹弥�磹湝螝攩幅�穆湡晝矹�矺磽螡�硪狹禹毁�螡�狱槑禹�珒翡蟍攩弥�

螮攍攩��穉昉砵�筁砵禝�硆袙�簖禁檡�幅擙�恽������禅�禹碅�彅橭螹�甩穡�种砍斝�狱庹禉�恵湝

禁檡�穡秖晝砍瓺攍攩��

怽樵斵�徲幅�瑝毱拭氕弥�楱恍砋禹�濍橩拝硭�矺磽螡�怽款禹�种瓺攍攩��瑝毱拭�拝槁擙�彁庵

禝�穉橪禹�种禁攍�怽橌攩肝弥�泮狱擙�猢棶氣瓺攍攩��朡槁氍�瑝毱拭砕獡�湅氩猆�穉磙螡�袮

穚湁�濉�禅�螡禽徕裑�泮狱檡�朶秪螮攍攩��甩穡�禽涁�氍矂碚�窵潎蟎禅�泮狱碅�瞉浹樵�砵彅禹�

砋擙斵�矺磽螝廑�珑袝晡�廆攍攩��穉磙螡禅�泮狱�幅磹禉�秊弥�獶繱產�蘱昉筁砕�泵槝�氍矂禉�

捨矹�獶昉朩禉�氍矂策昊秕檡�民朩弥擙�蠑恍禉�幍耭螝沵�昍禹槁油�狹禽昉�氍攩螝簅�瞏瓺攍

攩��Ћ磵毱�拹濅砕�螝拝攝�榀禉�穅滉毵�狱茉�朩毵�揍禹�种擙�廑�濉泊螹�Ќ�怽擙�秕甥禝�榀彁�攩

殹油�螝拝攝�榀禉�庵砲螡�廈禹槁弥�獽搑甡苺攍攩��

泮狱朩昉�瑝毱拭�徲幅绝橁�穡秖狱砕�滚穆�故禖禹槁昉�螹矁�螥�蕕秊攍攩��怽橌秛瞉昉�徕裑

碅�恵昊徕砕�故螡�禽產禹�瞊袙晝弥�种擙斵�氍矂�湅氩�朡槁氍砕�泮狱槁攍磙��怽樵�泮狱幅�矹

杙�种攩弥�泮狱毁�怽橌廑�泭磚螥�瑝�种攭�氕秊攍悑'�

� ��掉�肹毁�氍殹花瓩擙�Ћ竊徕擙�禽湁禝�瞉藽禹攩�Ќ槁弥�氕蟍瓺攍攩��怽禝�簉禝幅�浹砌禹

朥簅�獱楮螡�异弥秊攍攩��瞉藽禅�螮毱穆禽�猢幆禉�幅檡氎瓺攍攩��Ї礕槝�竊徕擙�禹獶禉�拹橩

揘瞉矁�湄禉�瑝�种擙庵�瞉攑幅'Ј�湝浽螝甩簅�泭殹簅民�怽庹�氾甥秊攍攩��怽庹�簉毱昉�瞉攍

弥�恵昊徕昉�瞉攞攍攩��瞉浹毱�泮狱�幅磹禉�秊弥�徕裑�幉蕕禉�庽砍矹昉�泮狱昉�徕裑昉�瞉

攑�廆攍攩��

簅拡��私�5*+�$8,瑝绮&禅�Ї狱槁簉�瞉禹朩彁�炉湅禝�碚徲Ј�藽禉�湮珦蟍瓺攍攩��甥昉�绡砱泊

禉�禹抑弥�灑槁簍檡�禹筁螹�秕甥禝�碚徲�昑拝槁毁�民朥�狱槑禅�纂恵�甲秕幅毁�筁纂螡�狱禹

炉�徕筁�湚泊衽睭硅瓺攍攩��瞉滥�穉�罢毱幅�螁廮禁檡�狱氢螡�私漽禅�菺私徕禝�甩绹幅�朡樱

拝油獡�异瞊螝弥�种瓺攍攩��怽�碅策砕�螡徲禝�穉泭�泮狱擙�秱幡湡�簅砲�瞑湚恵砕�獶强螹獡�

���矺禉�滑砍攩擙�恵狱幅�拝碙瓺攍攩���

怽朩禅�磵毱碅擙�攩殽�禹攭禹弥�私濅砕�濍彁螝攩弥�磵毱擙�珕狱槝毁�肝簅民��獽猆禅�磵毹�

暕暙螝擙庵�幞簅�瞏瞉�睆眽螮攍攩��磵毱�瞍砕獡昉�湝簅獶筁禝�湝螮毱筁禝�氾甥禉�湄禑禁檡�

繮幆螝昉檢�瞉藽禉�蕙瞝弥��衉甩禉�查拝�袝幆砕�狹瞉幅昉檢�氍矂禉�獣砍攩擙�湝獶禹�拝硩

弥�种禁攍�怽穅�濅抉橂恵民�螮攍攩��怽樱攍�朡槁氍幅�泮狱毁�窵檶螹昉�浺浺觍�昑禉�氣禉�爕

秊攍攩��氣禁攍�瞉蝉簅民�氣弥獡槁昉�悭矹拝油�竐廥瓺攍攩��悭矹拝廥瓺攍攩�

기독교의 미래가 궁금하세요? 

이기형목사 (캘거리 하늘가족교회 담임)

����掉濅荵�����掉悑簅�故螡

湁徲禹�7-+,�拝槁�策�秕狹殥��

祉硅擙斵�����掉�菺弉砕獡擙�

7-+,�蘎急砕�炉螹����湵�揗瞝

攩��怽樱攩�����掉�幖秕恵��祉

檡�拹橩幙擙斵��禹擙�故螡湁徲

漹攩�秕狹殥禹�揗禅�毱葱瞉攍瞉

幅�7-+,砕�幅秊螝硅恵�枑浽禹

砍攩����� 掉�故螡湁徲禝�砵橾蚡

筅袙秕狹殥禹�����泊禁檡�攩甡�

7-+,�裑礕徲��祉幅�晝砍攩�

徕裑昉�硍碽私�瑝擙�砋攩��恵昊

徕禽�故猆禁檡�菺弉幅�拝硭�穆禅�

砋簅民��彅橭�恵彅朩禅�私�掉砕�

故槺������泊�穚昉禝�恵昊徕禽朩

禹�秕狹螝擙�廈禁檡�翙穚蟍攩��螝

欭砕��泊�穚昉幅�瓩瓩檡�泮瑭禉�

抏擙�玍禹攩��

秕狹禅�祥幅窶朩砕廑昉�由幆螡�

硆蟪禉�渽肝擙斵�徕裑砕獡�秕狹�

狱庹禹�滑矹簅油�徕禽���幅�徕

裑毁�查拡攩擙�菺弉幅�种攩��禹擙�

蓾漉觍�徕裑�瞍砕�祥幅窶禉�簅礕

螝擙�礕瓩菶�蝉檡獽瓩幅�民朩矹

簍�螉磙獶禹�种攩擙�廈禹攩��

禹樱螡�猆袮�珒�徕裑砕�秕狹禉�

硍湮螝弥��秕狹�狱庹禹�湡猢蟍

禉�枑�穆螮螡�故禖�湮瞍禹�珑幡

晕攩��恵昊徕秕狹硍湮玁荵�槁禹

蝉衽蝉�故蚡"窵獶昍�徕瑝�擙�簅

拡���私�獡磽甡秕狹硍湮玁荵砕

獡�獽渽拝毁�砹弥�Ї恹恎泮裑昑潉�

氩撹码Ј禉�强幡蟍攩��禹�氩撹码禅�

槁禹蝉衽蝉�袍藝禹簅�TQNMPWXM�

WZ�SZ�毁�菺螹獡昉�浹欑檡�攩磹湠

瞉�袡磮�螥�瑝�种攩�

胝庵毱�螝擝幅窶徕裑砕獡�簉蟎

螝弥�种擙�幅窶狱簉�秪瑝狱簉�繒

矹獡�瞦秕砕�捨矹�朡毱擙�蟎狱擙�

!礙���私砕獡���礙���私檡�砵恵�

晝砍瓺攍攩�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처 방안은? 
라이프호프, 교회 내 자살 긴급메뉴얼 개발

‘업소록 유료 한줄 광고’
디스타임 경영방침의 전환에 따라
2023년 신년호 부터 유료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03.804.0961

E-mail : thistime1995@gmail.com
www.thistim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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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한 모금

硍瑝攝禅�攍弥斵泭砕廑�Ї庵朲拝矁�螝拝攝�拝槁毁�潁�瑝�种攩Ј弥�氕睅螝玭瓺攍

攩��Ї庵朲拡攩Ј擙�攭矹擙�Ї攩甡Ј槁擙�禝渽碅�螭愝��Ї祉檡濅荵�翡猢螡攩Ј擙�榀禉�幅

簅弥�种瓺攍攩��篎�祦甥禝�濅泭檡濅荵�茡矹拡�褉砕��螝拝攝愝檡濅荵�攩甡�茡

矹拝矁�螝拝攝�拝槁毁�潁�瑝�种攩擙�氕秊攍攩��螝拝攝彁禝�彅弉毁�查拝獡�秕

恵禝�禝檡磹�蟎祉拝��螝拝攝禹�瞉攑�攩殽�廈禉�菺螹獡擙�螝拝攝�拝槁砕�朩矹

幍�瑝�砋瓺攍攩����獽恵�攍弥斵泭禽�放甥砕廑�簍浽�朡氂攍攩��Ћ放甥禅�簉穚�庵

朲拝玭瓺攍悑'Ќ�

질문드립니다. 거듭나셨습니까?(요 3:1~7)
砕朡沁荹�狱槖禝徕裑�湚纂欦�泮狱

瞉泭瓩�!秪砕�漹油�螝拝攝愝獡擙�攩祜禝�秪氎禉�攩甡�獽磵甡廥攩弥�螝玭瓺攍

攩��礊秪螡�珙檡泱禝�獶穉昉�瞉攍弥��泭獽幅�獽磹�獶氎昉�瞉攍弥��怡泭幅�脽斝�

恵灑硭�狵放昉�瞉攑�罍槁螡�攩祜禝�秪氎禉�攩甡�獽磵甡廥攩弥�螝甥�禹祥幅�浹

砌私悑磙'�攩祜禝�秪氎砕獡擙�繱矖禹�沍翙簅�瞏瞝弥��摉徱拝�螝拝攝禝�滚忩�瞣

砕�拝瞉幍�瑝�种砍斝�蓾簚禉�幅簅弥�种瓺攍攩��硍瑝�怽毱瓩昉禝�甲秕幅毁�菺螹�

禹欭甩�徱珒禹�攩祜禝�秪氎禝�蓾簚彁�攳瞉�种瓺攍攩��螝拝攝愝獡擙�硍瑝禝�禹

毉禁檡�徱礕湠禅�民湁禝�硍湵毁�礕螝甲攍攩��甲秕幅毁�菺螹�矽穡拝��摉徱拝��矹

杙獡拝�螝拝攝禉�硍湵螥�瑝�种廑�晡�廈秊攍攩�

그 장막을 기뻐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대상 15:25~29)
胝庵毱�狱槖禝徕裑�珕瓾覱�泮狱

穅掆悑簅�氕睅禉�木斝�湵弥蝍�狱槑朩禉�祉螹��硍瑝愝獡�穡秕朩砕廑�氕睅螝玭

瓺攍攩��Ћ捍覱幅�汾禉�筁矹槁Ќ�昍昉�砋弥��禑產禉�狱�汾禉�產放昉�砋擙�炍�朩秉

砕昉��汾禉�筁槁�螝甥�廈秊攍攩��怽朩砕廑�种擙�廈禹槁弥擙�漹毱柦�攩獴�幡碅�

涁弥恵�暕�氍毱�爕禹砍瓺攍攩��拭秕民��绡泊禽�浹毱砕廑擙�捍浹昉�穆禅�禑產禹

砍瓺攍攩��怽橁砕昉�硍瑝攝禹�怽廈禉�翚狱螝甡弥��浹毱毁�湵濍毱�汾禹甡弥�����

彖筁毱幅�拭廑�螝玭瓺攍攩��Ћ捍覱幅�汾禉�廈禉�筁矹槁Ќ擙�氕睅禅�Ћ拹幅�汾禉�廈

禉�筁廥攩Ќ槁擙�筁攝禝�禝簅禝�蚡衉秊攍攩��磵毱砕廑昉�筁攝禹�Ћ浹砌禉�螝槁Ќ

弥�泊橾螝甥攩油��筁攝禹�私螝甡廥攩擙�禝簅禝�蚡衉秊攍攩��筁攝禝�私禅�拹�擪

橪禁檡�螝擙�廈禹�瞉攞攍攩��筁攝禹��硩漖禹矹�幞禹�秖禅�拹�擪橪禉�翚狱螝玙

獡��私螝甲攍攩��拝擙�怽穅�拹�廈禉�筁攝愝�拹矹�揘弥�怽濉禝�私砕�昉徱碅�菺檡

幅�晝油�普攍攩��濅杙�磵毱�幞禅�秖禅�秕朩禉�菺螹�筁攝禝�私禹�蛒獶螝廑�私矹

拝恵毁�珑氢螮攍攩�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눅 9:13) 
胝庵毱�猢瑝徕裑�硩祩泊�泮狱

狱槑禉�碽泭幅�瞉攑�策由禁檡�漹甡擙�筁攝禉�湄擙�磵毱擙�攩殽�狱槑禉�民拝弥�

故螥�枑�筁攝禝�氍禑禉�幅簅弥�故螹矁�螮攍攩��攩殽�狱槑禝�廎泭瓺禹�矹栀朥簅��

窵庹禹�矹栀朥簅�藽廱砋禹��螝拝攝禹�漹甡朴�策由禉�漹弥�故螹矁�螮攍攩��怽

廑�矹橩磹�私禹簅民�拝漹攩�拭禉�拰廑�砱恵擙�廽珕禝�氍禑禁檡�故螹矁�螮攍攩�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골 3:25,4:1) 胝庵毱�穡私幕毱徕裑�禹异湁�泮狱

蠍毱榥毁�榩攩擙�廈禅�策由禉�秦擙�攩擙�禝渽幅�种瓺攍攩��硆穆�甽礅禁檡�穆磮

螝秕油�簉毱檡�蠍毱榥毁�榥擙�廈禅�弬�螝拝攝禹�筁甥�繽晡�簉毱毁�瞑廑�螝甡擙�

禅衡禹沵��怽毱瓩昉禝�甲秕幅禝�筂禑彁�濅袡禝�禅衡毁�瞑廑�螝甡擙�廈禉�策由

砕�暕擙�廈秊攍攩��禹廈禅�獶橾禝�窵泊螝由彁�昉磵由禁檡�瞑廑�螝甡擙�廈秊攍

攩��禹�簉毱擙�獽猆穆禹庵拝�滍硆穆禹簅�瞏禁沵�硩簆�筁攝禝�氕睅�瞍砕�种擙�怽

毱瓩昉碅�螝拝攝禝�榀砕�彅螡�廈秊攍攩��怽樱清檡�禹�繽晡�簉毱毁�瞑廑�螝甥�狱

槑禅��怽濉禝�榀彁�簉毱砕�悏禹�涒衅簅沵�怽�禅衡碅�幕廮禁檡�硆穆�甽礅禉�螝廑�

螝甡弥�瓾毱螝廑�螝甲攍攩��禹�禅衡毁�瞑廑�螝甡恽�珑氢螮攍攩��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엡 6:14) 胝庵毱�簅徱网徕裑�磵穚瑝�泮狱�

螝拝攝禅�怽�濉�秕绹幅�弬�狱槖禹甡槁弥�氕睅螮攍攩��狱槖禹�弬�螝拝攝禝�漽簍

禹槁擙�廈秊攍攩��螝拝攝愝獡�狱槖禹甡恵�枑浽砕�徕裑幅�幅簉�幅秪�芵�狱泊禅�

怽�螝拝攝禝�狱槖禉�改瞉拹弥�桕�怽�狱槖禉�拝茅拹擙�廈秊攍攩��怽槝獡�徕裑擙�

螝拝攝禝�狱槖禹�改恹�怽毌秊攍攩��獽猆禅�攩�秕恵�湮產故檡�狱槖螡攩弥�氕螮

攍攩��狱槖禹�瞉攍油獡�狱槖禹槁弥�氕螝擙�廈秊攍攩��螝簅民�徕裑擙�秕恵�湮產

禹�瞉攑�螝拝攝禝�湮產禁檡�狱槖螝擙�廈秊攍攩��

교회, 사랑을 담는 그릇(고전 13:4~7) 胝庵毱�罍故徕裑�禹衉徱�泮狱

筁攝愝獡擙�濍禝螡�绲簅恵毁�菺螹�怽�放甡�湙毱猍禽朩彁�沁穅�湄擙�甥瞞朩砕�

湝朡甡�种矹矁�螥�簅衡擙�禹�枊禝�狻禹�硆礕螝簅�瞏攩��螲猆�氍簅氎禉�筅炉螝擙�

狻禉�狹槁弥�螝甡沵�桕螡�獽猆�狱槑绝橁�昍禉�筁禽猁瞉�秕恵幅�筁禽晝矹�狹簅

氕弥�瞉浹毱�氓禅�廈禉�摉橩昉�磵毱擙�禹枊禝�螝拝攝禝�绲簅恵禝�狻禽廈禉�秏

簅氕槁弥�螝甲攍攩��禹廈禹�甥瞞禽朩禝�簅衡磙�桕螡�筁攝禝�绲恵簅禝�狻禉�獶

强螝擙�炉廵禹磙�簅衡槁弥�筁攝愝獡�炉祥檡�磵毱砕廑�氕睅螹�筁甲攍攩��螡肝

瞣昉�瞍由螥瑝昉�弉裒螥�瑝�砋擙�禹�枊禝�狻秊攍攩��螝簅民�硩擝�筁攝禝�氕睅禉�

幅民觍�异绲螝弥�种掽槁油�狻禹�暕橺簅昉�庶穚瓩橂簅昉�瞏擙�蘎瞍禹�猢悆攍

攩��拹幅�筁禽禹�瞉攍槁�绲簅恵禹恵�枑浽秊攍攩��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눅 16:1~8)  獩徕" 袮秱袒�泮狱�瞉毉攩磹徕裑�

胝庵毱�螝擝幅窶徕裑

狱槑朩禅�捍浹�浹庵磹�簕禉�矹悭砕�沙弥�狹瞉�幍�枑幅�种瓺攍攩��怽橌廑�晝油�

秥甡擙�廱条�瑝�种矹昉�泵槁昉��怽�猆茡幅�簅珒晝油�穕穕�砕捍簅幅�珑簉螝弥�猢

泊橪禉�秈廑�晝簅磙��怽橌攩油�矹栀廑�筁攝禹�筁甡擙�猢泊橪禉�裑漺螥�瑝�种禉

悑磙'�硍瑝攝愝獡�Ћ拹廑檡�硩槁Ќ�氕睅螝甲攍攩��怽毱弥�Ћ拝禝�沒砕毁�沙弥�湵

磵槁Ќ弥�氕睅螝甲攍攩��怽樵斵�硍瑝攝愝獡擙�Ћ磵毱�沒砕毁�沙筁甡廥攩Ќ弥�氕

睅螝簅�瞏禁玭瓺攍攩��筁攝禝�沒砕毁�螭愝�簅秕弥�氕睅螝甲攍攩��筁攝禝�沒砕

毁�沙橩油�沁穅�拝禝�沒砕毁�拹橩�揘瞉矁�螮攍攩��矹粑油�磵毱擙�拝禝�沒砕碅�

筁攝禝�沒砕毁�泭暕�沙弥��暝�攩�幕放螹�漹橩弥�瞥眵沵�滉廆廑�狹弥�种簅擙�瞏

禅幅'�簍浽螹�潊攍攩��

짐을 내려 놓으라(마 11:28~30)胝庵毱�螡磵毱徕裑�悅秱磶�泮狱

湙磽禅�昑砕�氣瞉�庵禝�筂砍瓺攍攩��甡绹幅�晡�湙磽禉�獶�湛禁檡�斝窑擙斵�狹

瞉拱瓺攍攩��恵穆禹�私矹拱瓺攍攩��湙磽禅�螁葱獶禹檡�欭瓩朡槁�獶�瞍禁檡�朩

矹幙瓺攍攩��攩甡�昑禉�氣禉�瑝昉�种擙斵�碡�朩矹幙禉悑磙'�昑禉�斝簉�欭瓩朡

槁�甡湁朩禅�珑瑝硅瓺攍攩��怽朩禹�浹獡礑�攩殽�弸禁檡�螁甥禉�螡攩油�秪瞥禽

禹�庼廑�晡�廈禅�磵砵禹沵��湙磽禹�穉螡�漺禑禅�簅拝幅擙�珑毱湛砕�晝簅�瞏禉�

廈秊攍攩��怽槝獡�湙磽禅�祉蠝禉�浹毊眵弥��獶禁檡�朩矹幅�螝拝攝禝�砲狱碅�簉

毱禝�氕睅禉�穉蟍瓺攍攩��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사도행전 14:19~28)胝庵毱�螡禽秪檡徕裑�拭獶斚泮狱

<PM�OQN\�_PQKP�/WL�PI[�OQ̂ MV�][�Q[�\W�NWZOQ̂ M�W]Z�[QV[��\W�TQ̂ M�QV�0MI^MV�
WV�\PQ[�TIVL��IVL�\W�OZIV\�][�M\MZVIT�TQNM��?M�PI^M�\W�WNNMZ�TQ̂ QVO�[IKZQNQKM[�
QV�[XQZQ\�IVL�QV�\Z]\P�I[�_WZ[PQXMZ[�_PMZM^MZ�IVL�I\�IVa�\QUM��<PM�_WZTLЈ[�
_MIT\P��PWVWZ��IVL�WZ�QLWT[�IZM�̂ IVQ\a�TQSM�\PM�_QVL��?M�TQ̂ M�I[�KPQTLZMV�WN�/WL��
IKK]U]TI\QVO�\ZMI[]ZM[�QV�0MI^MV��ZI\PMZ�\PIV�KPI[QVO�IN\MZ�[]KP�_WZTLTa�
\PQVO[�IVL�_I[\QVO�TQNM�QV�I�P]ZZa��1�XZIa�\PI\�\PQ[�_MMS�Q[�NQTTML�_Q\P�\PM�
]VNIQTQVO�OQN\�WN�/WL�QV�2M[][Ј�VIUM�
God’s Gift(Ecclesiastes Ch 5)� � +PZQ[\QIV�4MILMZ[PQX�>Q[QWV� ;KPWW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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猢瑝�螡�泭恍禅�瞑滉茅�螡禽徕裑禝�簅拡�筁私�硍湵砕�獥蘱晡�氕睅禝�私濅秊攍

攩��氕睅禝�穉濅毁�礕螝甡油�徕裑拝�泮狱攝愝�浽禝螝甡油�砀禁甩�瑝�种瓺攍攩��

徕裑�砵槂绝擙�杙瓩茅秉�砊珑�彖弥槅禉�繽弥螝甡油�普攍攩�

猢瑝� 螡� 泭恍砕�繽砱毁�礕螝甡擙�泮狱攝禅� ���� ���  ���禹恵衚�泮狱�檡��

砵槂螝甡油�普攍攩�

������掉�!礙�� 私

禹朥湽毱�礕筁湁朩禹�氍禉�瞍砕獡�砀禉�瑝�种擙�

私秕毱擙�穡螡晝矹�种弥��怽�恵裑毁�砀簅�洀螝擙�

故攩瑝禝�狱槑禅�螥�私�砋禹�獽礙禉�漹拹弥�种攩��

猢窹禉�祉螡�漹窵恍禅�砲獩穆禁檡�渽槝毁�祉螡�狻

禝�砹穚砕�庽氁昑禹�晝恵昉�螝弥�幡幡禽禉�茅槂甡

苩擙�私朶�强甥禹�晥�枑昉�种攩��摉徱砕廑拝�慲�螉

磙螝油獡昉�昞甡砕�幅秪�瞙穆禽�窹秱禽�Ї昍Ј禅�磵

毱砕廑�擝�矖拥禝�胁禹�晝矹�瑡幉氍攩�衉泊螡�獥

茢禉�磙徱螝弥�种攩�

禹�獽猆砕擙�私湝禽朩砕廑�瞉簆昉�猢珑螡�禹毉禉�

幅簉�秖禅�拝槁朩禹�种攩��怽朩�策�故濅濉禅�螝拝

攝禹�禽殝砕廑�筁甥�漺禑禉�木簅昉�洀螡�纉�狹瞉

幅弥�种擙斵��怽�湁窶朩禉�祉螹�狱砲秕朩禉�泭簖

螝弥�褍橭螝弥�蕑珦螝擙�獥徕裑幅�种攩��怽弸砕�

簅礕螡�濉朩禅��禽猢禝�螖花炠�肝秪禅�曩檡螝弥�

秕甥禝�恍秕茖�畘恵幅�瞉攑�獶异�氕睅禉�杵槁�礅

簆禹弥�种攩��爕民�瞉攍槁�怽朩禅�砹瞊螡�袝异禉�

碽檲廑�廱旑拹矁�螝沵�怽毱瓩昉禝�狱槖禉�穉螝弥�

甩绡螝油獡昉�獽猆禁檡濅荵�禹螹�湠恵漹攩�硩螹�

湠禁沵�濍禝碅�濍甥砕�氣獡�簉毱毁�瑝衽螹矁�螥�

幆硩螹矁�螡攩�

��砱�掉�穉縩��怽�獥徕裑砕�幚禝螝樱�幙砍攩��渽毱�

怽朩砕�故螡�穚漹毁�木弥��氍禑珒禁檡�攩簕蟍砍攩�

Ћ獶甩螡�氍禑禁檡�硭�觝禉�攩螹獡�幚禝螝弥�狱檅

炉擙�湠簅�瞏廥攩��怽廈禹�禹朩禝�瑲弥螡�甡昉砕�

拹幅�昞繽螥�瑝�种擙�羡珑螡禝�掽橪禹攩Ќ槁弥��秕

绹�庹涁昉�砋擙�怽朩禅�绡瞍禝�矹擕�徕裑�庹涁禉�

炑橩獡�獥徕�褍橭禉�簉蟎螝弥�种砍擙斵��穏禅�褉

漹猢�瑝甲�泊禹�泭砱獡�褍橭湠禁沵�猍檡磹�狻禝�

绰庽禑禉�筅炉螝弥�种砍攩��怽枑�浹瓭�拹磮禉�幚

禝蟍擙簅�秝�恵矺拝簅�瞏擙攩��怽樱拝�瞉簆昉�猢

猢螡�秪油禹�种擙斵��瑝肝瓩樱磹�拹�泭瓺禹攩�

幚禝毁�氍肝弥�拝硱�枑硅攩��瞉攍拝�攩毁悑�纊秉

秕�暕�泊禹�攩幅硩油獡�Ћ獥徕狱攝�瑝弥螝玭瓺攍

攩Ќ�螝油獡�狱檅炉毁�改禅�潎葱毁�庹捽攩��拹幅�瓩

瓩檡�涕槱拝���拝擙�硩擝�狱檅炉毁�湠簅�瞏廥攩弥�

攩簕蟍砍簅���怽�瑡瑝螡�氍禑禹�筁愝�朡毱擙�潎蠑

禹槁弥�猢幆蟍禁沵�强珕螝廑�庵積蟍攩��怽樱拝�摉

徱拝�瞉擙�螡徲禝�硩槝晡�浽袙绝橁�禁橍�暕獽�滍�

穚昉擙�Ћ湠禁槁Ќ�Ћ瞍湠廥攩Ќ弥�硪甥幆甥蟍攩��浽

穡擙�怽�潎葱幅�拹�珕抢砕�敄瞝禉�枑硅攩��胕拝攩

砕獡擙�瞦瑝碅�猆彅砋禹�绹花�螡�秪禁檡�晝簅民��

怽�放甡�螡徲砕獡擙�庵禝�衉繵民�菺磮晝弥�种斝�

甡恵硅攩��怽�衉f繵�潎葱幅�怽禝�珕砕獡�拹�珕禁檡�

硩幅擙�瑡幉�绡徲彁�簅硪浽禹�昞甡砕�砹毱弥�攰觍

擙�朴蟍攩��狱檅炉檡�纊穚晝矹�拹廑�筁擙�潎葱禝�

暕愝幅�怽昞瞍�湠瞉�漹瞝斝�潎葱禝�暕愝碅�炉徕晝

簅�瞏瞝恵�枑浽禹攩�

螝欭幅�绡掉�幞弥�绡掉禹�螝欭�幞禅�廈禅�螝拝攝

禝�擪橪民禹�瞉攑�廈禉�怽枑�瞑瞝攩��怽�簬禅�瑡幉��

濍彁��罍昉�晝簅�瞏瞝斝�怽�繵拝��怽樹�禝昉幅�穉

衅�砋砍擙斵昉�拹�暕搑擙�恍獽恵�羡弥禝�脹蜭荵绝

橁�秖昞螝恵�甡秖蟍攩��Ћ瞉攍�禹�穚昉�暕愝槁油'Ќ�Ћ

幚狱毁�罍绲螹獡�绡礕簡毱毁�捨砍禉�毱擙�砋弥�攩

殽�簅蘕槁油��昉故绹�码氍'Ќ��

矉忇廑昉�獥徕狱擙�擝�秱穚禝�濍瞍穚�珒砕�种攩��

幞禅�氍禑禉�蛍禅�怽毱瓩昉禽朩禝�褉礕恍禉�湠

瞉矁民�猢袡螝沵�狱砲螥�瑝�种擙�狻禹攩��怽樱拝�

硩擝�拝擙�怽朩禝�狻禉�廮橩螝油獡�Ћ硩擝�狱檅炉

毁�放甥朩砕廑�蠑恍螝廥攩Ќ弥�螹揘弥��潎葱禝�暕

愝毁�擕担�褉砕�Ћ穚f怽樱甡攩油��Ќ禁檡�晝昑毹�瑝

擙�砋砍攩�

怽朩彁�禽狱毁�拝摍�曩��瑞珑檡�昑瞉硩恵�祉螹�繭

砕�硱槁�磹穉故毁�秦弥�Ћ瞉��怽庽�怽挪�湠禉�庽�怽

槱拝'�瞉拹砕廑�硼�螡�滑�狱等�瑝�种砍禉�莕斵���拹

幅�螉磙螡�廈昉�狹�瑝�种砍禉�莕斵��Ќ�怽�猢幆�砲甡�

瑝罍砕�濍彁蟍砍攩��怽樵斵�矹杙獥幅�拥瞉硭�渽

狱私�幞禅�翮廮蕑幅�氍禑禝�悏禅�弸砕�庵股�蕑昉

毁�私禁腵弥�拹�摍�曩紂禝�汽氄珒砕�憢f螝擙�徎禑

禁檡�磽橽攩��蘎珑砕�廯矹漹簅�洀螡�幚橪螡�穉秕

蕑�'�硅攩��Ћ拹幅���簅恍���涝��猢幆螝弥�种擙�庵簅'Ќ�Ћ

拝擙�昉故绹�码氍拝�料�疮矹矁�怽�按猍�氦弥�穚甥�

繭毹�瑝�种拝'Ќ

氍禑禉�秱穚炉螝弥�昑瞉幅擙��甡幉�湝�穚昉禝�磹

穉�恽禅�氕檡�衚磮螥�瑝�砋擙�恵犭禹�瞉攑		�拹�氍

禑禝�袁昍禉�炉礈弥�种擙�狱攭禝�窵檶�珑毱毁�朩

禁沵�拝槂禝�瑷禁檡�炥穽朩矹�幙攩��幚禝�褉砕�恵

犭彁�硆彖禉�螝拝攝愝�昑橩矁�氍枊螡�獥徕狱擙�筁

攝愝�芵�笉珦螭禉�弥湶螝沵�螡氍杙禝�氕昉�砋禹�

磹穉民�蟍砍攩�

拝擙�怽拥�袚甩觍�悭攱瞝攩��拹幅�獥徕狱檡�濅毉

湠禅�廈禅�怽樹�秕廮禹�翮濉螹獡幅�瞉攍槁擙�廈

禉		��螝拝攝禝�禅衡碅�禽拹幅�砋攩油��筁攝禝�獥

茢禅�弥狱螝弥�瞉筁�沅毱獡�湡禉�昞昞�徱殹沵�徱

礕湠禅�秕朩禉�湙槁漹弥民�种砍禉�廈禹槅�廈禉		�

怽拥�拹�硆袁禉�斳缩斝�瑝肝幕禅�怽�矹柩�積氢幕

砕昉�炉徕螥�瑝�砋砍攩��拝�幡禽禝�禽猢砕獡�幅秪�

绝積螡�拥禹砍弥�穆拝槁螝廑�朡樱拡�Ї庵簘�獥簅

秕禝�泭瓺Ј禁檡�昑砕�氣瞉�筂擙�泭瓺禹砍攩��獶异

禝�幅殹肭禉�螡�滍昉�朩矹漽�穆禹�砋砍斝�狱槑绝

橁���拝擙�茡蛒砕�覙朩毱擙�拝浹幅簅幅�晝砍攩��瞉

簆昉�獶瑞彁�庵毱幅�沁�拝擙��禹朥湽毱�礕筁湁朩

禝�秱穚�袡磮禉�蘎幅螥�秕廮禹�砋禑禉�筁攝愝�弥

湶螝沵��怽拥�甩蕭禝�覙穆砕�濅抉樱礑�汽毱毁�悏

禹�瑞禽攩��Ћ筁攝	�禹�竊禉�磮獡螝珑獡��Ќ

김문영 선교사 �禹朥湽毱�礕筁湁�氍禉�獥徕狱�

선 교 마 당

가로열쇠

���故穡狱秪��獶穉�瑝毱策�祭滚纊禉�湡廱螝弥��

磙甡矁碚砕廑�穉螹筁矹�竊徕幡衆禹�甡秖晭�碚

螝���"���

���硩槝昉檢�簉螝廑�狱怅矹�硭�狱槑��秥���"���

���秊徱�秊�筁暪禹毁�私脰擙�氕��磙��"��

���炑氂漹�徕裑禝�蠑恍禉�檡氍禝�湙磽砕廑�穉

攱螡�狱槑��檡氍�砱蟎策�漖砕�庽橽禁拝�弥肭湠

禑��炑��"� ��

����枊砕獡�珤瞉硩殹擙�料磹�涁��衽毱�窶珒禽�甡

灑硭禝�秕掅�瞉拝幅�彖矁砕獡�湡廱��纂���"���

����狱弉積�策�拳禹�恽弥�料磹�弉積��纂� "���

����怽橍斵�拭紂禝�螹瞍�昉甡檡�湙磽禹�檡氍砕�

幍�枑�簅拭��蟎���" �

����攩攍砝禝�湙滭檥�禹毉��攭��"��

����瞉槑�狱槑朩禹�瑲湵螝擙�磵猆��拝瞉民禹�砝毱狱砕廑�矖螹毁�徱螭��碚螝��"� �

세로열쇠

���擕蠩渽矁�甡故�硩滭砕�庵螝斝�擕杙攝�狱槑朩禝�暕泮���擕���"���

���弥毵昉禝�怽毱瓩昉禽禁檡�湙磽禅�怽毁�衚穡槁�螝硅攩��檱���"���

���徲湁�筁忑�硆菥毁�幅簉�狱裑簖攭��纂���"���

���禹瓩槁砝禹�幅斵瓩砕�禹殹恵�穉�彖矁砕獡�氍簅氎禁檡�簉禉�缩斝�

螲徱昉甡�湁���"�����

 ��攩祜禹�瞉氕橎禉�紘斝�枑砕�螁弩螹獡�庹捍簅�洀螡�秕����泊禹�汽

涁橅斝�弸��猁猆���"!�

!��罍故徕裑�私弶�簖狱策�螡�狱槑��蟎��"��

����攩殽�廈彁�徱漉螝恵�祉螝砱�狱涁��攭绹�杵祉砕�濞砱獡�濅殹擙�氕�

�纂��"���

����怽昑槁硩没彁�昞氾螡�瞉毱硪�碚禝�拝槁���纂���"��

����祥攩�簅蕑禝�濆紂�异弉砕�种擙�狵���瑝���"���

출처- 배호식, 『성경퍼즐의 정석』, 지식과 감성(2020)
정답은 다음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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茅窵碅�硱烁渽擙�碡�濅穚穆禽�禹渽簅檡�

蚡衉晥悑�'

타조와 올빼미, 황량한 곳에 사는 새

獶异砕獡�袮蘕袙晡�廈禉�猆簚螥�枑�秕胁�瓾挪禹�彁�螭愝�杵槁攩攍擙�

猍幅�种攩��湙檡�茅窵攩��硱烁渽�砲甡�茅窵碅�螭愝�袮樎螡�弸砕�狱擙�

猍檡�拝硭攩��

광야의 타조, 날지 못하는 어리석은 새

湙擝彁�甩绝橁�袮蘕螡�弸砕�故螡�浝狱砕獡�瓾挪禹�朩幡�碅�螭愝�攭�
弭檡�朶秪螝擙�猍幅�湙檡�茅窵攩�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 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_ 사 34:13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 
으리라_ 렘 50:39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 
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_ 미 1:8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_ 애 4:3  

礕槝�恁昞�簅湮砕獡�瞉槁炉瞉�狱氎禉�袡漹螝斝�茅窵擙���獽恵砕�沽
竊晝砍攩��簅恍�磵毱幅�瞑弥�种弥�漹弥�种擙�茅窵擙�瞉蝉毱肹�茅窵攩��
獡恅蝍�茅窵禝�磽禑珑毱擙�怽幅�獡產螝斝�袮樎螡�狱氎彁�濅螮螹獡�袮
蘕螡�弸禉�拝茅拹擙�炉祥穆�蚡衉砕�瓾挪禹碅�螭愝�秕筁�朶秪螡攩��
筁穉�����掉异�禹瓩槁砝砕獡�甡秖晝矹�簅珒穆禁檡�拝茅拝擙�窵幆�渽
瑥砕擙�茅窵�硋砕�甥禝�泭瓺禹�怽橩穽�种攩��英����3MMT�禅�禹廈禉�甥禝�
蓾漉螡�漹衽�瞉槝�彖矁碅�幞禅�袝异砕獡昉�狹瞉拭禅�茅窵禝�甥獶螡�觝
禉�猆簚螡攩弥�螹獢蟍攩�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
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
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 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것이 몸을 떨쳐 뛰어 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_ 
욥 39:13-18

磪恵擙�氍肝��窵殝螞��砵徱槁昉�螝擙�朴禹�茅窵砕�故螹�猆獽螝廑�浝狱
螝弥�种攩��觍灑毱矹檡��花拝蝉�橍拝攝��禽�茅窵擙��篕庵磹�拥幡�槁擙�榀
禉�幛弥�种攩��衉秱�猢窹螝擙�窵殝�策砕獡�幅秪�芵�茅窵擙�花弥�沐簉�
拥幡毁�幛弥�种簅民�螝擝禉�拝擙�斵擙�珑磮禹�砋弥�攩民�炭毱�攱毱昉
檢�漹窵螝擙�砲螥禉�螡攩��瑝脼禝�泽禅����SO砕�禹毁�穚昉檡�祦策螝
沵��視湶禝�等浹擱幅�种擙�秪產悈禅�祥橂砕獡�策獽�恵狱禝�蠱沬�秪產
禁檡�禹磮晕攩���!獽恵砕擙�濅禽磮�泭秕禝�秪產禁檡昉�蕕氩晝砍攩��弥
故�禹簖蓽禝�菺肝秕�湙檡擙�秕甥禝�翙竊秕朩砕廑�秪產磮禽�茅窵�悈荽
禉�猆禁檡�筁恵昉�蟍攩���篕庵磹�拥幡�槁擙�榀禉�幛弥�种擙�茅窵擙�氎猆�
螝擝禉�氍禑愔�拥簅�洀螝簅民�悈荽檡�狱槑朩禉�篕廆廑�螹筁砍斝�廈禹
攩��祥故禽朩禅�茅窵毁�秕甥禝�瞑禉�秈矹滉毹�穚昉檡�濅筁禝螝弥�簅衡�
砋擙�昞涁檡�砱弁攩��茅窵擙�甩穡檡�瞑禉�泭槝�珒砕�暕弥�查拝簅民�茅
窵�瞑禹�湤衅獡�悭簍�祉蠝禅�猢幆漹攩�花簅�瞏攩弥�螡攩��茅窵�瞑禝�愒�
斵恵幅�弉槅�愒斵恵�漹攩�砱獴�湵擙�暕愒恵�枑浽禹攩��茅窵禝�矹毱獢�
禑禅�绡穆砕廑�紘恵油�泭槝砕�汽毱毁�绝湚弥擙�穆禹�昉氢幙攩弥�繮幆
螝擙�泭瓺砕獡�秝�朡樱拡攩��禹樱螡�矹毱獢禑禁檡�禽螹�簅恍昉�硆矹
禝��W[\QKP���茅窵�擙��汽毱擙�瑭恵弥�慱毱擙�瑭恵簅�瞏擙攩�擙�榀禹�种攩��

螝擝禉�拥�瑝�砋擙�茅窵禝�拥幡擙�蔁蔁螡�暕�湡檡�攱毹�枑�浹橩�甡珒�
 �SU禝�珒昉毁�拹昉檢�昚擙攩��攱毱擙�茅窵禝�泭瓺禅��氕彁�怽�茉�秕毁�
异觍�砱恽Ј�穚昉檡�炥殹攩��

올빼미, 죽음을 가져오는 흉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
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_ 사 34:14

硱烁渽擙�茅窵碅�螭愝�袮樎螡�弸砕�庵螝擙�猍檡�朶秪螡攩��禹狱矁�獥
簅秕擙�砕昙砕�秉螥�绥穅螡�由蕕彁�蕑役毁�硍矽螝油獡�怽�枊禹��硱烁
渽禝�绝珑�幅�晥�廈禹槁弥�浝狱螡攩��
禹簖蓽禝੦捩藝殹蔵禝�袝猆੧�>Q[QWV[�WN�6MNMZ\Q��筁穉�����掉异�禹槁
擙�浽蠑砕昉�绥穅螡�蕑役毁�浝狱螝油獡�禹簖蓽幅�捍浹�琥槂螡�拝汽簅�
�拴獥�猍朩禹�湶獶�筁祉砕�暪簅毁�蔅弥�狱氎禝�簕瓾朩禹�拝私�幚砕獡�
涁禉�氍甩�穚昉�槁擙�蚡衉禹�拝硭攩��
茍浹朡砕獡�槒炉朩禅�戍砕�猍幅�拝茅拝擙�廈禉�恽窵檡�螹獢蟍簅民�硱
烁渽擙�硍碽硅攩��硱烁渽幅�滉橩簉�袮樎螡�弸砕獡�獡產螝恵�枑浽禹攩��
策徲砕獡昉�硱烁渽擙��禽幉禝�袁禉�秦瞉幅擙�穅瓾狱秕�槁�蟍弥�湩砕�磵
擙�硱烁渽禝�磽禑珑毱毁�筂禑禝�穉窵檡�螹獢蟍攩��獡矖砕獡昉�硱烁渽
擙�濍恽螡�穉窵毁�拝茅拹擙�猍硅擙斵��弥故�檡氍禝�袮穡�瞉磵徱瓩葱瓩
禝�筂禑禅�硱烁渽禝�磽禑珑毱檡�硍廱晝砍攩弥�螡攩��沙珑蘱茅渽瞉禝�
氍掅檡�朶秪螝擙��毹毱蓽Ј�4QTQ\P�擙�瞊洂�幞禅�獽猆砕�庵螝擙�螁窵涁禽
斵��强徕檲廑昉�硱烁渽禝�觍灑毱矹�攭矹幅��毹毱蓽��攩�����
弥故�恁昞禝�浽袙砕�恵罍螹�潁�枑�矽矹螞穆禁檡昉�獡檡�硆蟪禉�湠禅�
廈禁檡�砱廭簉攩�������

(다음 호에 계속)
출처: 류모세, 두란노 출판사

류모세 선교사  
 掉幉�故螞猢�獥徕攭绹砕獡�袡昞螝沵�故螞猢朩砕廑�私故私檡�獶异禉�幅殹缩攩��禹瓩槁砝砕獡���掉�昞瞍�狱砲禉�螝油獡�獶异禅�獶獡�甡故�祥故禽朩禝�浽袙毁�瞑瞉矁�硱湙檡�禹螹螥�瑝�
种攩擙�猢幆禉�螝廑�晝砍弥�$砹毵攩�獶异&�甡毱篍毁�恵裒螝廑�晝砍攩��硭摉毱徕裑�珑珒�禹瓩槁砝�蕑珦�獥徕狱檡�袡昞蟍禁沵�$禹瓩槁砝�葱斵禹&�藽簖秪��$衉秪�绹蠝�獶异私昊螞徕&�蝉檡
怽槭禉�獶簅�禹瓩槁砝砕獡�磹硆螝弥�种禁沵�$砹毵攩�獶异�瞉肹斵渽&禝�故蚡禹攩��桕螡�异覱故螞徕�螡禝彁�故螞禉�窽砊螝弥�幚拭�湶漖礕砕獡�螡湮彁秪禉�砲秉蟍禁沵��觍灑毱�禝故�獽蘱
猢毱螞�獢狱�彁穚彁�觍灑毱�禝故�矂毱螞�湚狱�彁穚禉�窽砊蟍攩�

성경의 비밀을 푸는

ɗπׅٮ�Ă�(254)

Fish Creek 역 근처

캘거리 사랑의교회
Calgary Sarang Presbyterian Church

ഒ�ܿ�ח�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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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tation
주 일 예 배

새벽기도회

1:30PM

오전6시

예 배 시 간
수 요 모 임

유 초 등 부

중 고 등 부 

7:30PM

1:30PM

1:30PM

(영어통역, Youtube 생방송)

(Youtube 온라인)
(월~토)

손승희담임목사

Jesus is our savior.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좋은 천국 같이 가시게요.
혹 힘든 일이나 도움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손승희목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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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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해외한인
장 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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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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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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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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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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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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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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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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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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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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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한인연합교회
Edmonton Korean United Church  Since 1970

9624 74 AVE, NW Edmonton, AB T6E 1E6
교회: 780-465-9202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kuc1970

담임목사:  전 준 혁 
Rev. Jun-Hyok Chon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0시 20분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주 일 예 배

수 요 
성 서 강 좌

Y o u t h 
영 어 예 배

금 요 
여 성 예 배

어 린 이 
영 어 예 배

새 벽 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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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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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장로교회한인장로교회

9920 67 St NW 
Edmonton AB T6A 2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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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섬기는
이들

동역자
안주영 목사 
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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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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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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747-5542
Calgary Park & Recreation 403-268-3800

 [교민단체/동호회]                                           
강원도 도민회 780-884-1528
서예· 한국화 동호회 403-620-0628
수요미술  403-804-0961
캐나다 한인 기술자모임 403-476-7064
캘거리 고려대학교 동문회 403-479-1472
캘거리 교역자 협의회 403-660-3237
캘거리 노인회  403-680-3103
캘거리 사진동호회 403-971-2885
캘거리 산악회 403-889-9314
캘거리 서울대학교 동문회 587-228-3326
캘거리 실업인협회  403-258-1161
켈거리 하이킹 클럽(산악회)  403-714-6807
캘거리 한인 문인협회  587-433-7602 
캘거리 한인 사회복지센터  587-374-5313
캘거리 한인 아트클럽  403-861-8231
캘거리 한인 야구팀 403-891-9429
캘거리 한인 여성회  403-861-8231
캘거리 한인 장학재단  403-220-8723
캘거리 한인 참전 용사회 403-695-6030
캘거리 한인 축구협회 403-978-7233
캘거리 한인 테니스클럽 403-690-9966
캘거리 한인 합창단 403-801-9879
캘거리 한인회  403-216-4600
캘거리 ROTC 동지회 403-760-0119
한인 골프협회 403-686-2171
한인라이온스클럽  403-263-6650

 [봉사단체]                                
아메니다 시니어 실버타운  403-28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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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주 철학관 403-35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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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800-2262
열린교회 403-217-3976
영락교회 403-969-3659
오직예수님 선교회  403-615-8552
에벤에셀 장로교회   587-973-7955
에어드리 Lamp 장로교회 403-903-3873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한인교회 403-808-1529
제일감리교회  587-432-0691
제일장로교회  403-273-8665
좋은나무 교회  403-585-6254
초대교회  587-718-0921
캘거리 만민교회  403-815-1885
캘거리 시온침례교회  403-392-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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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거리지구촌교회  587-437-7749
캘거리 하늘가족교회 403-804-8815
캘거리 한우리 교회  403-703-0691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403-685-0000
크랜브룩 한인장로교회 403-807-1006
포트맥머리 한인교회 780-607-9191
한인 천주교회 403-295-3672
한인 침례교회 403-255-7080
한인연합교회 403-220-0613
힘너스 선교센터 403-714-8587
Christian Leadership Vision School  403-921-5666
River Park Church 403-243-2244 (ext.103)

 [건강]                                              
Amway 김은정 403-370-3175
Parkland Processing(녹용) 403-815-9887
자연산상황버섯  403-973-9123
정관장 403-210-5577

 [건축/리노베이션]                    

그레닛 카운터 탑  403-710-8893
데코 블라인드  403-968-0771
시공사  403-455-8585

원건축 403-689-7776

Builder Master LTD. 403-399-3982
C&S PROJECT INC  403-801-7433
CBH Maintenance LTD.  587-890-6362
CBS Window Covering 403-276-7726
DI &GP 403-617-0469
GS Plumbing & Gas 403-478-2708

JS construction LTD. 587-707-0153
Kang design  403-992-8413

PMSpirit Consulting Inc.  403-921-5666
Stone Gallery LTD  403-714-8412

Top Express Roofing 403-247-3625

Urban Design 587-999-3936
YOLO Homes  403-816-8335
부동산감정평가사 빈센트김   403-815-8990

 [골프]                                                                  
골프피팅 403-616-9763
Beddington Golf  403-686-2171
Cochrane Golf Club  403-932-5103
Rad Golf  403-764-4653
Screen Golf  403-452-1704
WizGolf Okotoks 403-938-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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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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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ury Wellness 403-28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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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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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 BEAUTY STUDIO 587-600-6548
Esther's Barber  403-991-2146
G122hair  403-771-7860
Hello hair salon  403-244-7779
LaLa Lash & Brow 403-708-2300
Lighthouse barber & hair salon  587-354-1141
Jenny  403-835-6864
J-Beauty  403-479-8881
K-PIM 반영구 속눈썹 젤네일  403-618-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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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d Nelson 403-455-7837
Yanko & Popovic Barristers   587-349-6387
SK Immigration & Law  403-920-0565

 [병원/약국]                                                   
윤수정 심리상담  780-994-0090
Dr. Julia Sung(성지현) 403-615-8275
Foothills Hospital 403-944-1100
Mind Lab 마음연구소 403-398-6936
Peter Lougheeed 403-943-4555
Rockyview Hospital 403-943-3000
SETON MEDICAL CLINIC 587-393-3866
Stampede 한인 약국  403-460-4646

 [보석상]                                                              
컬리넌 보석  403-276-2078
 [보험]                                                                           
InsureLine 염승곤 보험  403-401-0150
Allstate Insurance   403-280-3111 (ext5022)

Canada Life 생명보험  403-875-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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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부동산  403-437-3236
경민구  403-700-3232
고기원 부동산  403-680-9827
권준용 부동산  403-200-4989
남민우 REMAX 부동산 403-860-8860
나선경 부동산  825-437-0266
리차드 김 403-616-0734

Charles Choi
Sutton Canwest Real Estate

최현식 부동산

403-680-2808
chuckchoi2@gmail.com

문의 587-897-3700

!"#$%&
수리및 신규설치

COMMERCIAL  / RESIDENTIAL

지붕공사

무료견적 587.439.0005

Asphalt shingle, Vinyl siding
螝磵瓩��衽莙��胕拝攩�异橪���掉

JCL ROOFING

403 285 7070 (ext 32)
DJ@RLGLAW.ca l www.RLGLAW.ca

정대원 변호사
ӝস�l স�l ࠗز�l �l �l ഋ

정선화 변호사
SUN CHOUNG Lawyer

403.764.0231
sun@songlaw.ca
Suite 203, 301-14 Street 
NW, Calgary, AB T2N 2A1

조영모 : 403-399-1991

보일러, 가라지도어

Right On Mechanical Ltd.

연,정수기 · 가습기 · 가전
벽난로 등 수리 및 설치
Alberta 주  17년 경력

RENOVATION
REMODELING
REBUILT
RESTORATION
RECONSTRUCTION

FUTURE HOME OF...

제씨건축 J S CONSTRUCTION LTD
INTERIOR & EXTERIOR CONSTRUCTION 

JESSE SEO 587-707-0153

Residential l Commercial
Professional Painting Experiences

Thelittlepainter.com / info@thelittlepainter.com

5505A 4 St SE Calgary AB T2H 1K8

403.300.1150-1⦽ǎᨕ/ ENGLISH

ःۥ�ڷϾ

thelittle_p
a

inter

이형훈 (JAMIE LEE) 

홈 인스펙터

www.quantuminspections.ca

서비스 지역

Calgary Metropolitan Area

403.464.3921

. 웨딩 / 각종파티 & 행사

. 꽃꽂이 레슨 . 장례식 

. 37년 경력

Yoonim Floral Art

403-354-5143
yoonim2@hotmail.com

윤임 꽃 예술원

RESIDENTIAL & COMMERCIAL

587.436.6737
tlee@royallepage.ca
www.taejulee.com

REALTOR®
이태주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부동산이미진 
RESIDENTIAL & COMMERCIAL

MI JIN GRAHAM
REAL ESTATE ASSOCIATE

403-990-8110
www.calgarytownhousecondo.com

www.aspenspring.ca 
www.realcalgary.net

www.songlaw.ca

203, 301 14 Street NW, Calgary, AB T2N 2A1
T: 403-764-0231 / F : 403-536-4301

E: info@songlaw.ca

송정현 변호사 사무소
부동산법 (주택 상가), 상법 및 회사법,
유언장 상속법, 캐나다 이민법,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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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ਮഌߑܻݠ�

Hair & SkincareJP’s 

2311 Richmond Rd SW
Calgary, AB T2T 5C9

403 680 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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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225 0515
Email: JASON.C@AWININS.CA
Head Office: #800 1331 Macleod Trail SE
                        Calgary, AB T2G 0K3 (on Macleod Tr)

캘거리 지사장 고재필
403.479.0773 / insurance@mkmk.ca
#610-19587 Seton Cres SE, Calgary

에드먼턴 지사장 김강민
780.318.1183 / service@mkmk.ca
#109A – 10903 23 Avenue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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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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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문의
403.804.0961



마이 리얼터 Ben | CIR Realty  403-926-9789
방현철  403-400-2407
샘 킴 부동산  403-771-7694

신인진 Coldwell Banker 403-689-3524
윤수민 부동산 403-819-9779
야니 김 부동산  403-969-1566
이기준 부동산  403-404-6148
이민수  403-680-3103
이정승 부동산  403-608-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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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Lee 부동산   403-615-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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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의 쏘잉워크 587-586-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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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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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art 587-349-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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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KT유학원 403-808-2248
NewStart Canada Consulting 587-390-7264

 [은행]                            
ATB Financial  587-575-2827
ATB Wealth 권중빈   403-88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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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교육적금) 이현정 403-479-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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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가 403-246-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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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AN 587-35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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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CHICKEN & MEAT   403-25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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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tart Canada Consulting 587-390-7264
PJ 캐나다 이민 컨설팅 587-83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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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웹사이트 및 영상 제작소 587-374-5313

 [인터넷]                             
Biz GoGo 708-561-2459
TELUS 인터넷 / 티비 1-988-342-0201

 [자동차판매]                             
BMW Gallery, Billy Ye 403-401-3118
Canyon Creek Toyota 403-831-0593
CHRYSLER 김 한  403-389-6165
Country Hills Hyundai-Sean 587-575-8833
Country Hills Toyota 다니엘 리  403-978-4882
Crowfoot Hyundai 여성주 587-578-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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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e Toyota 박문호 403-689-5894
South Point Toyota 캘빈유 587-287-4686
T&T Honda-Matt  403-852-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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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BS Auto  403-46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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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냉동/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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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furnace LTD. 403-910-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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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207-3226
ALU-BROS INC.  403-236-5988

 [조경]  
Forever Green  403-245-6488

Good Job 조경 -조규성 403-397-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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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272-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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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go chicken  403-282-2217
Uncle K   403-995-0388
bb.q Chicken Stampede 587-351-1744 
bb.q Chicken Beltline 403-300-0954
bb.q Chicken Downtown West 403-300-0950
bb.q Chicken Midnapore 587-296-0367

 [컴퓨터수리]                          
컴솔루션  403-862-3603
Com Doctor  403-274-7109
Ubinet Systems Inc. 587-774-8852

 [택배]                                
제일택배  587-580-8989
한미우체국택배 403-770-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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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ce Piano Lessons  587-574-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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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no Lesson 403-837-8277
Remnant Music Class 587-703-6868

[한의원]                               
다올 한의원  403-263-8854
문한의원  403-880-8832
캘거리한의원  403-265-3202
초림 한의원 403-919-2684

태극한의원 403-242-0180
TCM 한.중의원 (Dr. 최민정) 403-226-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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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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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353-2443 #33B, 4604 37st SW

busan_yyc

개업 16주년 감사 패키지 $145
�瞍异莑���橑篍���膙蕊�

403.228.6878 瞉毱槖�
產蛍穕�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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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패키지 $125

. 무료 시력검사

서울 여행사

20년 경력의 여행 상담사에게
문의 하세요 / 이인숙

403.540.5000
seoultravel.ca@gmail.com

할인 항공권 및 투어 판매

오토바디 & 페인트오토바디 & 페인트

������������
unit C, 5678 Burleigh cr SE Calgary T2H 1Z8

보험수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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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hant IT Services

info@jwinitworks.com
www.jwinitworks.com
5505A 4th Street Calgary

587-228-0460

! POINT OF SALES (POS) / PAYMENT
! SECURITY CAMERA
! POINT OF SALES (POS) / PAYMENT
! SECURITY CAMERA

카팻/덕트 크리닝
하종목/조영모

ⱚⱖⱙ ⱙ ⱗⱗ
.메트리스 / 쇼파
.퍼니스 / 건조기
.순간온수기 

해피크리닝 예약 및 문의

SK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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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MONTON: # 610, 10117 Jasper Ave
 

403-450-2228
www.skimmigration.com

CALGARY: # 803, 5920 Macleod Trail. SW
EDMONTON: # 610, 10117 Jasper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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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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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50 AVE.S.W.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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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12.4240
 justinshin@shaw.ca
 justinshin.ca 

Since 2005

신구철 부동산
JUSTIN SHIN

403.870.2776

⼅⬘㻤ムじ

20년 경력

㟰·⍐⨴㍈·㻤⼅

원장 김 영 재
Doctor of TCM

공인침구사, 마사지사

인터넷 예약: www.youngkimcure.com

STU-VIEW OVERSEAS SERVICE
ᮁ⦺ᖝ░

Calgary | Toronto | Seoul | Indonesia | Vietnam | Philip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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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버타 전지역 공립 교육청
알버타 발레스쿨
프리미엄 관리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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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ʑᮁ⦺ᖝ░

ᮁ⦺ᖝ░

SOS의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R707117
JUNG CHUL NAM

캘거리: 403-474-8002
에드먼튼: 587-989-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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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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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현금인출기 / POS / IT]              
E-Payment Inc. 이주엽 403-889-2222
icash ATM 정화용 403-874-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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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Skin  825-712-9434

  [회계사 / 자산관리사]  
문병옥 공인회계사 403-968-2608

문수경 공인 회계사 403-269-2203
박정규 회계사  403-252-1588
복진수 공인회계사(CA) 403-92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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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ইܽ ੌ۞झۨ
irene illustration

403.708.5701 / iillustratio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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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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짐]                                                        
성진 익스프레스 780-616-5090

 [인쇄 / 디자인]                                           
썬아이 디자인  780-667-0800
빅무스 780-710-2464

CS Web Design  780-970-0425
Freestyle printing & sign 780-965-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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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수리]                        
다이렉트 오토 서비스  587-458-2437
송호창 FirstGear  780-435-0350
원스톱카센타  780-988-0888
K-AUTO REPAIR & SERVICE  587-87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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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곽은정치과  780-478-5371
김대연치과 780-485-8131
남혜진 교정전문치과  780-643-7474
엄성준치과 780-434-3004
유성근치과 780-466-0230
최수아치과 780-425-9847
Dream Denture Clinic  780-988-2879
John Kim 의치클리닉 780-44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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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 ATM 888-966-2580

 [화장품/잡화]                               
Samsonite  가방 대리점 780-435-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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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989-1121

공인 회계사 원종호 
WON PROFESSIONAL CORPORATION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info@won-accounting.com 
www.won-accounting.com
403-283-7733  403-208-6109 
403-241-6173
47 Edgeridge View NW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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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403) 462-5202
www.sparkcpa.ca  l  info@sparkcpa.ca
#205 – 4503 Brisebois DR NW Calgary 

S. Park Profession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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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   780-988-8227
에드먼턴 한인여성회  780-444-5972
에드먼턴 한인축구회 780-707-3884
에드먼턴 한인회 780-468-3177
에드먼턴 해병전우회  780-433-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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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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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s Hair Beauty Salon   587-77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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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병원  587-735-3030
에이스 약국 587-855-3385
최창숙 약국 780-430-1995
Twin Brooks 약국 & 카페 780-784-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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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김 윤 MaxWell  780-218-3142
김지나 MaxWell   780-7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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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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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240-3091

 [은행/모기지]                           
문슬기 모기지 780-99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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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록 광고문의
큰박스광고: $300 (50주)
작은박스광고: $180 (50주)
한줄광고: $60 (50주)

403.804.0961
thistime1995@gmail.com

유앤아이 안경원 안과진료 및 시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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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440.2239
www.youandeyeoptical.com

www.songlaw.ca

5410-97 Street, EDMONTON, AB T6E 5C1
T: 780-318-3120 / F : 1 844 203 2637

E: info@songlaw.ca

송정현 변호사 사무소
부동산법 (주택 상가), 상법 및 회사법,
유언장 상속법, 캐나다 이민법,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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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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t)아모레 화장품

설화수, Iope, 라네즈
미샤, innisfree

헤어악세사리
금,은, 쥬얼리

아모레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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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이찬우 (Chanwoo Lee): 태권도 공인 8단, 국제 공인 심판관, 

알버타 주니어 태권도팀 코치 역임

Cecilia H. Lee: 태권도 공인 6단, 다수의 태권도 프로그램 진행

시작 날짜: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10주간 매주 금요일 진행

프로그램 시간: 10:00-10:40-중간 휴식-10:50-11:30 (총 2 Class 진행)

장소:#211-20 Countryhills Landing NW, Calgary, AB T3K 5P4

신청 자격: 60세 이상 시니어로 근력 강화를 위한 Fitness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분

전화문의: 403.708.7325, 403.383.2715

접수 이메일:ckbsca@gmail.com

시니어를 위한 체력 단련 Fitness 프로그램
Fitness Program for Seniors

대한민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접목시킨 Fitness 프로그램을 통해 

Senior들에게 근력 강화를 통한 활기찬 삶의 활력을 제공.

Thank you to the Government of Canada’s New Horizons for Seniors Program for the funding

support provided to Canada Korean Broadcasting Society. It will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ives of seniors in our community.

For more information, 

visit New Horizons for Seniors Program-Community-based projects.

Canada Korean Broadcasting Society is pleased to announce that we have 

received funding under the Government of Canada’s New Horizons for Seniors 

Program for our project “The tight knot connecting the old and the young”

This federal grants and contributions program supports projects that are led or 

inspired by seniors who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others in their 

communities. The funds will be used to develop the programs as below,

-You can speak English (ESL program for Seniors)

-Enjoy your life (Outdoor activity program for Seniors)

-Your are not too old to dance (Indoor Dance program for Seniors)

-Make your own meal (Special food making program for Seniors)

-Wake-up grand-parent (Mentor program for youth with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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