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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가면 ‘건강한 삶’이 보인다!
부에나파크 <쿠쿠·케어시스> 체험관

물과 수면의 질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물을 마시고 높은 질의 수면을 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부에나파크 비치갤러리아 내에 <쿠쿠·케

어시스> 체험관이 문을 연 것이다.

<쿠쿠·케어시스>에서는 대한민국 유명 가전 브랜드

인 쿠쿠(CUCKOO)의 정수기와 잠자리의 혁신을 이루

어냈다는 솔고의 수퍼천수 매트,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Massage Chair)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 쿠쿠 ‘직수 정수기’

신선함에 깨끗함까지 더한 물

을 제공해주는‘쿠쿠 직수 정수

기’는 이름처럼 물탱크 없이 직

수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므

로 고여있음으로 인해 물이 오

염될 일이 없다.   더구나 직수관

로 살균, 3필터의 7단계 정수 시

스템, 코크 살균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을 선사

한다. 또 쉽고 편리하게 필터를 교환할 수 있어서 관리인 

방문 없이 사용자가 직접 필터를 교체하도록 4개월마다 

새 필터를 보내준다. 한국과 미국의 관련 기관 인증을 받

은 것은 물론 어디에 놓아도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디

자인과 저렴한 렌트비도 큰 매력이다.

■ 솔고 ‘수퍼천수’

잠자리의 혁

신을 이루었다

는 평가를 받

고 있는‘솔고

(SOLGO)’는 

한국 의료기기 

제조 1호 기업

이다. 대표 제

품인‘수퍼천

수’는 메디컬 

체온 과학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SR발열체를 

탑재하고 메모리폼, 항균 기능성 원단 등을 결합해, 특허 

받은 공기 대류 온열 시스템을 접목시킨 부드럽고 포근

한 매트이다. 수면 과학과 의료 기술이 만나 탄생시킨 명

품인 것이다. 혈액 순환 개선 및 근육통 완화의 효능으

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증명됐다.

■ 신개념 4D 프리미엄 안마의자

<쿠쿠·케어시스>에서는 4D 방식의 프리미엄 안마

의자도 체험할 수 있

다. 케어시스의 프

리미엄 안마의자인 

CM-9000은 124개

의 에어백과 인체에 

최적화된 8개의 마

사지 볼이 손 마사지

하듯 입체적으로 몸 

구석구석을 마사지

해 주며, 마치 중력

을 받지 않는 느낌으

로 편안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상적인 각도 조절로 신

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상의 안마 환경을 제공한다. 특

히 섬세하고 빈틈 없는 마사지를 위해 사람마다 다른 체

형을 자동으로 감지해 효과적으로 마사지해준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4D 안마의자 가운데 가장 가성

비 좋은 제품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 보았자 소용 없는 일이다. 건강

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 문의: (562) 537-6555

▶ 주소: 5307 Beach Blvd. #113

              Buena Park, CA 90621 

LA한국문화원, 
한글 캘리그라피 공모전 개최

소망소사이어티,
 제5차 소망 건강 콘서트 개최

LA한국문화원이‘한글 캘리그라피 

스타일 챌린지’공모전을 개최한다.

11월‘한국문화가 있는 날’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 공모전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캘리그라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

어야 하며, 먹이나 붓과 같은 전통적인 

도구를 비롯해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창작할 수 있다.

완성된 캘리그라피는 사진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jyp@kccla.org 박지영)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전

으로‘웰 비잉, 웰 에이징, 웰 다잉’을 캠페

인을 전개하고 있는‘소망소사이어티’(이

사장 유분자)가 제 5차 소망 건강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정밀 건강/개인 맞춤형 의료 

(Precision Health)란? :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아본다”라는 주제로 오는 12월 2일(수) 

10시 30분부터 화상으로 진행된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고문이며 UC어바

인(UCI) 치매 연구센타인 UCI MIND의 

Director of Asian American Outreach, 카이

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 가운

데 우수작을 선정해 LA한국문화원 

공식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에 게재한다. 우수작 제출자에

게는 이메일 통지하며 소정의 상품을 

수여한다. 

작품 제출 마감일과 결과 발표일은 

오는 12월 4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한국문화

원 유튜브 계정(www.youtube.com/

watch?v=6FoeZE58G9k&ab_

channel=YoutubeKCCLA)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론 토탈/리드 최고 과학연구 책임자인 신혜

원 박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 드라마를 소재

로 정밀 건강/개인 맞춤형 의료 (Precision 

Health)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된다.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10의 선물권을, 강연 도중 추첨을 통해서 

또 콘서트에 참여 후 설문 조사에 응한 참

여자를 대상으로 $30의 선물권을 제공한

다.  참가 신청 기한은 11월 30일(월)이다.

▶ 참가 신청 및 문의: (562) 977-4580

     somang@somahsociety.org 

▲ 쿠쿠 직수 정수기. 

사진= 쿠쿠·케어시스

▲ 솔고 ‘수퍼천수’. 사진= 쿠쿠·케어시스

▲ 케어시스 프리미엄 안마의자 CM-9000.

                                사진= 쿠쿠·케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