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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드장례전문업체
하이랜드힐가든묘지 노스욕에서 북쪽으로 20분 거리(지대가 높은 언덕, 남향)

그렌옥가든묘지 토론토 서쪽 15분 거리(아름다운 높은 지대의 경관)

벌링턴가든묘지 해밀턴 인근 지역(숲이 우거진 자연 경관)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무조건 불러 주십시오.

묘지비석장례
캐나다 최대 규모의 장례전문업체인 메모리얼 가든스 캐나다는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 41개의 
대단위 묘지와 납골당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안
한인대표



시간

 
CONTACT US TODAY AT   

416-716-0900 | www.hshlawyers.com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Canadian Lawyer Magazine 지가 선정한 

캐나다 5대 최우수 상해 전문 법률 회사의 하나

상해 사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규모 법률회사

다른 법률회사에서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도 
우리는 환영합니다.  

(소송의뢰인은 법정대리인을 바꿀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보상을 받을 때까지 무료

어떤 사고든지 저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 분야: 자동차 사고, 장단기 장애 보상, 뇌 손상 
사고, 척추 손상 사고, 자전거 및 보행자 사고, 낙상 
사고, 양로원 과실 사고, 의사/간호사 과실 사고, 모든 
종류의 의료 사고, 각종 상해 사고

직통: 416-716-0900직통: 416-7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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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해사고전문가상해사고전문가

탁비 박(Tak Bi)탁비 박(Tak Bi)

 지난 5일(금) 노인 사망자 3명

이 발생한 노인아파트 화재와 

관련, 전문가들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sprinkler)’ 시스

템이 있었다면 사태가 훨씬 덜 

심각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

았다.

 스카보로 닐슨 로드(1315 

Neilson Rd.)에 있는 126유닛

의 토론토시영 저층 아파트건

물은 부분적으로만 이런 시스

템을 갖추고 있었다. 

 소방당국의 짐 제섭 부국장은 

“2007년 이전에 완공된 건물

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의

무화하지는 않지만, 모든 유닛

과 복도에 이를 의무화하는 최

신 건물이었다면 사망자가 발

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재정난을 이유로 올 초 토론

토 등 온타리오의 16개 매장과 

10개 도네이션센터의 문을 갑

자기 닫은 굿윌(Goodwill)이 

끝내 파산을 신청했다.

 토론토 및 온주 동부, 중부와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굿윌의 

케이코 나카무라 CEO는 파산

신청을 낸 사실을 8일 밝히면

서 “구조조정을 통해 앞으로 

일부 매장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굿윌 캐나다 본부는 “굿

윌 토론토의 회원자격을 박탈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

다. 이로써 굿윌 토론토는 파산

절차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더

라도 더 이상 ‘굿윌’이란 이름

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80년 전통의 굿윌은 기부 받

은 의류 등 각종 물건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뒤 장

애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들을 지원해왔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 실내 

축제를 즐겨보자.

 어린이들 을 위한 ‘키

즈 페스트 토론토(www.

kidsfestto.com)’가 13～15

일 인터내셔널센터(6900 

Airport Rd.)에서 개최된다.

 주최 측은 바운시 캐슬 등 

30여 개의 놀이기구를 설치

해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각

종 이색 공연을 펼친다.

 ‘핸즈 온 엑조틱’에서 동

물 친구들과 꾸미는 무대를 

선보이며 ‘라나MMA’는 이

종격투기 공연을 펼칠 예정

이다. 

 ‘매드사이언스’는 화학물

질과 특수효과를 사용해 교

육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 무

대를 선사하며 ‘매지션 토

론토’ 소속 마법사들이 마

술 무대로 어린이 관중을 사

로잡는다.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부스에서 공예 활동

에 참여하거나 여름캠프 등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행사 시간은 ◆13일 오전 

10시~오후 5시 ◆14일 오전 

10시~오후 6시 ◆15일 오전 

9시~오후 6시. 입장료는 어

린이 25달러(놀이기구 무제

한 이용), 어른 8달러(입장). 

실내 어린이축제
  ‘키즈 페스트’ 13～15일 

김세정 기자
susan@koreatimes.net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 

화재로 노인 3명 사망 

‘굿윌’ 토론토

끝내 파산신청

 지난해 여름 개통한 후 승

객이 없어 죽을 쑤는 UPX-

(Union-Pearson Express)와 

관련, 캐슬린 윈 온타리오주 총

리는 승차권 

가격인하 등 

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보겠다고 8일 전

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유니언역

과 피어슨공항을 연결하는 급

행열차 UPX는 작년 6월6일 정

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러나 비싼 승차권 가격으로 인

해 그동안 좌석의 90% 이상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열차의 편도 승차권은 27.50

달러, 프레스토 카드를 사용하

면 19달러이고, 가족패스(fam-

ily pass)는 55달러다.

 UPX는 유니언역에서 공항까

지 총 23km를 연결하고, 블루

어와 웨스턴 GO기차역에 정

차한다. 정부는 이 서비스가 오

는 2018년까지 매년 120만여 

승객들을 실어 나를 것으로 기

대했었다.

 이 서비스의 신축

비 용 은 4억5,600

만 달러였고, 연 운

영 비 는 6,800만 

달러 수준이다. 관계자들에 따

르면 하루 7천 명 이상의 승객

을 실어 날라야 조금이나마 이

득을 남길 수 있으나, 지금까지

는 하루 평균 2천 명 안팎에 불

과했다. 

파리 날리는 ‘UPX’ 열차
(유니언 ↔ 피어슨) 

요금 비싼 탓에 텅빈 채 운행  

일일 승객 목표의 1/3도 안 돼  

 이홍커뮤니티 웰니스파운데이션은 연례 드래곤볼 갈라를 6일 메트로토론토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금마련 행사엔 약 1천 명이 참석해 춤과 음악 

공연, 만찬을 즐겼다. 사진은 행사 참석자들. 왼쪽부터 조셉 웡 이홍 창시자, 저스틴 트뤼도 총리, 헤이즐 매

켈리언 전 미시사가시장, 슈에 빙 주토론토 중국총영사.

드래곤볼 갈라

 화장품업체 데비 코스메틱스

(갤러리아 쏜힐점)는 빨간색과 

핑크색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업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연

인들끼리 사랑을 고백하는 날

이라 색깔 있는 제품에 대해 이

벤트를 준비했다. 밸런타인 기

간 중에는 매출이 다소 늘어난

다”고 말했다. 

 이밖에 H마트·갤러리아수퍼

마켓·PAT한국식품 등 한인식

품점들도 초콜릿 등 다양한 선

물용품을 준비 중이다.  

밸런타인 특수

☞ A1면에서 계속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미사

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에 긴

장이 고조된 가운데 김정은 국

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릴레

이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가 미국에서 시작된다.

 프린스턴대 북한인권 동아리 

PNKHR(Princet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은 김

정은에게 핵실험 중단, 인권상

황 개선 등을 촉구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DearKJU’ 

이벤트를 오는 13일 시작한다

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14년 루게

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을 위해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본뜬 것이다.

 이벤트 참가자가 김정은에

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머리에 

계란을 깨트리는 동영상을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

리면, 이 참가자로부터 지목된 

두 사람이 같은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기부

하는 방식이다.

北에 동영상 메시지 보내기 
      美 대학단체 릴레이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