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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노화, 여성 자아 상실감·자신감 결여 원인될 수 있어”
가든그로브 <웰니스 & 스파 Wellness & Spa>의 ‘실리프팅’

‘일석삼조’ … 진정한 ‘가치소비’란 바로 이런 것!
<딘스안경원> 개업 5주년 감사 세일

장수는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것

이 마냥 기쁨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

큼 노화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화현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피부도 예외일 

수 없다. 탄력을 읽고 주름진 피부를 노화 현상이라고 무덤

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할 수만 있다면 

주름진 피부를 조금이라도 더 탱탱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다. 

특히 노년에서의 이러한 피부 변화는 신체적으로는 그다

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용모의 변화라는 점에서 심리적

인 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여성 노인의 경우 자신의 

젊음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으로 인한 자아 상실감과 자신

감 결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최근 들어 안

티에이징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안티에이징의 사전적 의미는‘노화방지’혹은‘항노화’이

다. 노화를 방지하고 젊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가꾸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그런데 안티에이징 시술 가운데 최

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이 있다. 바로‘실리프팅’이다.

가든그로브 <웰니스 & 스파 Wellness & Spa>의 Cecilia 

Lee 대표에 따르면‘실리프팅’은 실을 이용해 처진 안면 조

한 사람의 눈에 딱 맞는 안경은 정확한 

검안과 유능한 안경사의 손길을 거쳐 만

들어진다. 정확한 검안과 더불어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

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어떤 모양과 재질

의 안경테를 사용해야 할 지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딘스안경원>이 주목받

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딘스안경원>은 전문검안사와 전문 안

경사가 함께 고객에게 딱 맞는 안경을 만드는 곳이다. 특히 

다초점안경 제작에 특화되어 있다. 검안과 제작을 한곳에

서 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교한 안경을 만들어 낸다. 

<딘스안경원>이 관심을 끄는 데에는‘가치소비’트렌드

도 한몫을 했다. <딘스안경원>의 운영정신인‘최고의 품질

을 유지하되 적정마진에 판매한다’가 가치소비 시대의 소

비자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직을 고정해주는 방법으로 비흡

수성 소재의 실을 사용했던 과거

와 달리 현재는 시술 후 3~6개월 

후면 저절로 체내에 흡수되는 녹

는 실이 사용되고 있다. 실은 피부 

속에서 콜라겐생성을 유도해 볼

륨 효과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실리프팅은 흉터 부담이 없고 콜

라겐 생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

며 한 번의 치료로도 즉각적인 효

과를 나타내지만 먼저 본인의 피

부타입과 처짐의 정도 등을 꼼꼼

히 따져본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ee 원장은“‘실리프팅’은 비수술 요법이어서 수술과 흉

터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나이나 

시술 부위, 얼굴형 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시술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이때는 시술에 사용하는 재료는 물론 시술자

의 시술 숙련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라며“피부 노

화는 자연치유가 불가능하며 개인 관리로 어찌해볼 도리

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치료 시기를 더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치료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롭습니다. 또 피

<딘스안경원>은 창업 초

기부터‘최상급 품질의 상

품을 공정한 이윤에 판매한

다’는 운영방침을 고수하

고 있다. 이른바‘어포더블 

럭셔리(합리적인 가격대에 

프리미엄 제품을 제공)’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럭셔

리 제품이라도 가격대를 낮

춰 구매 장벽을 허물고 보

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딘스안경원>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최첨단 기

기와 시설이다. 시력 측정의 경우 최첨단 측정시스템, 자동

추적검안기를 도입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력 측정

을 하고 있다. 검안기에 반영된 혁신적인 광학 설계는 지름 

2mm의 작은 동공까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 추적 

측정이 가능하며 일반안경은 물론 누진다초점 안경까지 개

인의 시력에 가장 잘 맞는 안경을 제공하고 있다. 

부노화를 방치하면 피부탄력과 긴

장도가 떨어져 얼굴 라인이 무너져 

내리고 볼 살이 처지면서 팔자주름, 

심술보, 이중턱이 생기는 등 증상이 

심화되므로 평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Lee 원장은 또“의사도 주치의가 

있듯이 자신의 피부 관리를 담당할 

전문 스킨케어사를 두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케어를 받아야 합니

다. 특히 가격에 너무 현혹되지 않

길 바랍니다. 차라리 제대로 된 업

체를 계속 이용하면 나중에는 VIP로 가격은 물론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초고령사회에 살면

서 자신을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함

을 불러들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젊음과 아름다

움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 늘 자신을 관리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 문의: (213) 219-1765(한국어)

              (714) 583-8343

▶ 주소: 13139 Brookhurst St. #D

              Garden Grove, CA 92843

딘스안경에서는 올해 5주년을 맞아 감사함을 담아 명품

안경과 선글라스를 최대 40%까지 세일한다. 연예인 안경

테는 세일가로 20불부터 만나볼 수 있다.

3월말까지는 프리미엄 다초점렌즈를 50% 세일한 가격으

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프리미엄 다초점 렌즈 구매 시 빛 

반사 차단 코팅을 무료로 해 준다. 또 장거리 운전자들이나 

골프 애호가들에게 꼭 필요한‘드라이브웨어’렌즈도 50% 

할인된 180불에 만나볼 수 있다.‘드라이브 웨어’는 낮에

는 선글라스 효과가 있으며, 밤에는 시야를 밝게 해주는 역

할을 하는 기능성 렌즈이다.‘드라이브웨어’구매 시 블루

라이트 차단 코팅도 무료로 해 줘 일석 삼조의 이익을 누

릴 수 있다.

매장 정면과 마주편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가 편

리하며, 일요일도 오픈한다. 

▶ 문의: (562) 282-5716

▶ 주소: 21053 Bloomfield Ave., Lakewood, CA 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