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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그룹 반지천국>, 코로나 극복 원가 세일 ‘진주보석쇼’ 
연말·연시 선물 준비 기회 ... 구매 가격 따라 공짜 선물도

진주 전문 <고베쥬얼(KJ)그룹 반지천국>이 10월30일 

엘에이 한인타운을 시작으로 가든그로브, 부에나파크

에서 대대적인 세일 마켓을 펼친다.

<고베쥬얼(KJ)그룹 반지천국> 측은“코로나19 사태

로 2020년 상반기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이

번 행사에 2020년 생산된 모든 신제품들을 선보인다.”

며“특히 이번 세일은 업투 70% 이상의 전례 없는 할인

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준비한 품목도 매우 다양하다.”

고 전했다.

<고베쥬얼(KJ)그룹 반지천국>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요즘도 '핫'한 두 줄 진주목걸이를 비롯해 다양한 진주 

비드 목걸이를 대량 방출해 가성비 높은 보석들로 전시

장을 가득채울 예정이다. 서울 강남에서 세공해 공수된 

진주보석 3종 세트 신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스타일의 

진주보석과 칼라스톤, 홍산호 인공 핵진주 신제품, 여전

히 인기가 있는 2줄 및 3줄 비드 진주목걸이 등 준비한 

제품만도 무려 3천여 점에 이른다.

■ 야심차게 준비한 모이사나이트 특가전 

이번 행사 기간 중 <고베쥬얼(KJ)그룹 반지천국>이 

선보일 예정인 모사나이트 반지 기획전도 주목된다. 

모이사나이트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경도와 뛰어난 

광택, 분산률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히 반짝이는 영롱함

을 잃지 않는 강인한 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보다 최대 10분 1 수준의 가격에 불

과해 합리적인 쇼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

고 있는 보석이다. <고베쥬얼(KJ)그룹 반지천국> 측은 

“특히 3캐럿에서 5캐럿 등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대형 

크기의 모이사나이트로 제작한 반지는 보고 있는 것만

으로도 코로나로 침체된 기분을 풀어줄 것”이라고 전

했다.

모이사나이트 반지는 한정 수량만 판매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지천국 라인업 이외에 명품 프리미

엄 라인인‘헬렌 아이코(Helen Aiko)’의 진주 제품도 전

시 판매된다.

<고베쥬얼(KJ)그룹 반지천국> 측은“진주 목걸이는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해 젊은 여성들

은 물론 중년 여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각종 

모임 패션에 필수 아이템이 된 지 오래다.”라며“이번 행

사는 다양한 보석을 최저가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다가오는 연말과 연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번 행사가 고품격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고베쥬얼(KJ)그룹 반지천국> 측은 또“고베쥬얼그

룹은 준보석 패션쥬얼리 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

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하고 멋스러운 제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패션쥬얼리 시장을 더욱 넓혀서 더 

좋은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행사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마스크 및 쉴드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및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 행사 기간, 장소 및 영업 시간

▶ 엘에이 한인타운

● 기간: 10월 30일(금) -11월 8일(일)

● 장소: 가주마켓 1층 특설 매장

              (450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20 - 웨스턴과 5가)

▶ 가든그로브

● 기간: 11월 11일(수) - 11월 13일(금)

● 장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내 특설 매장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가든그로브 선상 US 메트로은행 옆) 

▶ 부에나파크

● 기간: 11월 14일(토) - 11월 15일(일)

● 장소: 부에나파크 홀리데이 인 Garden 1 룸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Holiday Inn Buena Park, Beach 길과 91번 

               프리웨이 만나는 곳)

▶ 영업 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서머타임 11월 1일 해제 … LA-서울 17시간 차이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이 오는 11월 

1일(일) 오전 2시를 기해 해제된다.

서머타임의 해제로 한국과의 시차는 서

부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그리고 동

부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한 시간씩 

더 늘어난다.

새벽 2시가 되면 휴대폰을 비롯한 대부

분의 디지털 기기의 시간은 자동으로 새

벽 1시로 전환되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직접 한 시간 뒤로 돌려야 한다.

서머타임이 해제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

용하는 승객들은 변경되는 시간에 각별

히 주의해야 한다. 

또, 일요일인 1일 LA를 출발하거나 LA

에 도착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의 

항공편 운항 일정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

에 항공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확인

해야 한다. 운항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대한항공(www.koreanair.com)과 아

시아나항공(www.flyasiana.com) 웹사이

트를 참조하면 된다.

서머타임제는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

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

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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