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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참전 기념식’ 온라인으로 진행

메모리얼 데이에 열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식이 올

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미 국립공원관리청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매년 

거행되던 워싱턴DC의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 베

트남전 참전 기념비 헌화 및 기념식을 올해는 미리 

녹화해 25일인 메모리얼 데이에 공개했다. 

메모리얼 데이에 TV로 생중계되며 거행되던 기념

행사를 사전 녹화했다가 당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워싱턴DC에 6월 8일까지 코

로나19로 자택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라 예방 차원

에서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내셔널몰에는 2차세계

대전 및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다. 해마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

이에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돼 왔다.

명품 하나가 사람의 품격까지 높인다!
중고 명품 보증 위탁 판매, 부에나파크 <보그 타운 Vogue Town>

가방, 보석, 의류…… 명품 브

랜드 상품들은 고가이다. 그래

서 일반인들이 구입하기란 그

리 쉽지 않다. 하지만 명품은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

지 않는다. 오래 사용해도 제

품의 변질이나 변형이 없고 싫

증도 나지 않아 두고두고 새 것

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소

유주의 품격까지 높여준다. 그

래서 고가임에도 명품에 열광

한다.

그런데 이런 명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부에나파

크 비치길과 라팔마가 만나는 곳, 너츠베

리 팜 건너편에 있는 <보그 타운 Vogue 

Town>이다.

<보그 타운>은 프리미엄 중고 명품 위

탁판매점이다. <보그타운>에서 취급하

는 명품은 다양하다. 샤넬, 루이비통 등 

핸드백뿐만 아니라 시계, 의류, 보석 등 한

인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은 이곳에서 가

면 모두 만나볼 수 있다. 가격도 대부분 

원래 가격의 50% 이하로 구입할 수 있어

서 명품 하나 장만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

들의 부담도 덜어준다. 판매하고 있는 명

품들은 비록 중고일 망정 새것과 구분하

기 어려울 만큼 상태가 우수하다.

중고 명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사람들

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이것이 정말 진품

일까?’하는 것이다. 많은 돈을 들여 산 물

건이 진품이 아니라면 경제적, 심리적 타

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반대로 중고일 

망정 제대로 된 명품 하나 손에 넣고 나

면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래서 

진품인지 잘 따져본 후에 구입해야 하지

만 보통 사람들은 진품 여부를 구별하기

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중고 명품을 구입할 때는 

그렇다. 이런 면에서 <보그타운>은 신뢰

할 수 있는 업체이다. 전문가의 감정을 거

친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까

닭이다. 판매한 제품은 진품

임을 보장한다. 더구나 매장

을 찾는 고객들과 가장 잘 어

울리는 제품을 찾아주기까

지 하니 <보그타운>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이만큼 신뢰할 

업체를 찾기 쉽지 않다. 아무

리 고가의 명품이라도 소유

자와 조화를 이루어야 물건

에게도 사람에게도 더 높은 

품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보그타운>에서는 신상품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중고 명품과 신상

품을 비교해 보고 구입할 수 있어 후회 없

는 쇼핑을 할 수 있다. 

<보그타운>은 주차장에서 전용 엘리

베이터를 이용해 매장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 유지에도 최적

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최초로 

문을 열었던 이탈리안 갤러리 2층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명품 전문점답게 고급

스러운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썼다.

제대로 된 명품 하나 구입할 계획이 있

다면 먼저 <보그 타운>부터 들러보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중고 명품 위탁 판

매점이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품을 

좋은 가격에 팔고 싶은 사람도 <보그 타

운>을 찾아가 보자. 구경 삼아 들러보아

도 좋은 곳이다.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까지 문을 연다.

▶ 문의: (714) 521-1030

▶ 주소: 8028 Beach Blvd #B

              Buena Park, CA 90620

              (2층,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

▲ 워싱턴 DC내셔널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