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OWN NEWS 13December 7, 2020   Vol. 1345커뮤니티 소식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되 적정 마진에 판매한다”
<딘스안경> ‘매직 블루 프리미엄 패키지’ 50% 할인 … 접이식 돋보기도 무료 증정

<딘스안경>이 특별한 신제품‘매직클립’을 출시했다. 

<딘스안경>은“‘매직클립’은 컴퓨터나 장시간 근거

리 리딩이나 서류 작업을 위해서 간단하게 렌즈 위에 탈

부착이 가능한 렌즈로,‘매직클립’하나면 다초점안경

으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 가능해진다.”며“다초점안

경을 이미 쓰고 있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느낌이 없거

나 장시간 사용하면 눈이 아픈 경우, 오래 쓰면 자꾸 안

경을 손으로 올리게 되는 경우 이‘매직클립’하나면 모

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딘스안경>은 12월을 맞아‘크리스마스 세일’을 진

행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매직 블루 프리미엄 패키

지’를 선보이고 프리미엄 다초점렌즈에 빛 반사 코팅과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그리고 매직클립을 포함해 300

불(정가570불)에 제공한다. 여기에 선글라스클립을 추

가할 수 있는데 세일 기간 동안은 이 패키지 가격에 80

불만 추가하면 된다.

<딘스안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데는 최

근의‘가치소비’트렌드도 한몫을 했다. <딘스안경>의 

운영 정신인‘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되 적정 마진에 판매

한다’가 가치소비 시대의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데 유

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딘스안경>의 운영 방식은 독특하다. 가격대는 보다 

저렴하면서 품질은 최고급 수준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

해 실용성을 최고 가치로 내세운 것이다. 제품의 가격을 

높여 매장의 이미지를 고급화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

일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도전이다. 그 동안 <딘스안경>이 내세운‘가

치소비’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자들은 많았지만 다들 

오래 버텨내진 못했다.

<딘스안경>은 손님의 안전에 보다 힘쓰며 모든 안전

규정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안경원에 출입 전 열 체크와 소독, 장갑과 마스크 

등을 제공해 위험을 차단하고 2,300SQFT 크기의 넓은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특히나 유리하면서도 고객 

쇼핑에 충분한 자유도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예약제 운영을 통한 매장 인원 관리로 고객들은 

다소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안경을 맞출 수 있다. 

<딘스안경>에서는 

각종 보험과 플렉스어

카운트 스펜딩을 이용

이 가능하며, 12월까지 

프리미엄 다초점렌즈

도 50% 할인된 180불

에 빛반사코팅을 무로

로 받을 수 있다. 100

불 이상 구입 시 공짜

로 허리에 찰 수 있는 

접이식 돋보기도 준다.

매장 정면과 맞은편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가 

편리하며, 일요일도 오픈한다. 

▶ 문의: (562) 28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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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도 재외동포사

회 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요 조사를 2021년 1월 12

일 (화)까지 실시한다.

지원 신청 대상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

월 22일 사이에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교류 증

진 및 권익 신장 활동,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 

차세대 역량강화 사업, 공공외교 활동 등이다.

지원 신청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www.korean.

net) 내‘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 조사’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원 희망 단체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단체 ID/PW로 로그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출력하여 공관으로 이

메일(okfla@okf.or.kr)이나 우편(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 이희경 영사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체 ID/PW에 관한 문의 또는 신청 과정에 어려

움이 있는 경우는 ●이메일: pms01@okf.or.kr (재외

동포재단 콜센터 접수메일) ●전화: +82-64-786-

0295 (재외동포재단 e-한민족사업부, 한국시간 

09:00~18:00)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지원 대상 심의에는 2020년 지원금 결과 

보고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므로, 2020년 지원을 받

은 단체는 2021년 사업 신청 전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홈페이지(http://over 

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공관 

새소식’을 참조하면 된다.

▲ 매직클립. 사진=딘스안경

▲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의 ‘2021 재외동포 지원사업 수요조사’ 화면.

사진=딘스안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