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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저렴하고 좋은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선셋셀룰라> 연말 Holiday 특별 세일

휴대전화(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이다. 이제 휴대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활용품

이 되었다. 하지만 같은 회사,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요금이나 기기 가격은 천차

만별이다. 누구나 더 좋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

려고 하지만 더 좋은 조건을 몰라서 혹은, 업체에서 알려

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버라이즌 가입자 가운데‘과

연 나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

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아테시아와 레이

크우드 두 곳에서 한인들의 휴대전화 관련 일을 돕고 있

는 <선셋셀룰라(SUNSET CELLULAR)>에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20년 이상 경험 보유한 버라이즌 공인 한인 딜러

<선셋셀룰라>는 버라이즌 공인 한인 딜러로 휴대전

화 업계에서만 2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만큼 버라이즌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기기 

교환이나 요금, 보험 등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

한 플랜을 찾아 최상의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른 업체에서 기기를 구입하고 개통한 소비자도 <선

셋셀룰라>를 찾아가면 주소나 플랜 변경,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등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 받을 수 있다.

◈ 연말 Holiday 특별 세일

이와 함께 <선셋셀룰라>에서는 현재 연말 Holiday 특

별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 기기 변경 등을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기존에 iPhone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iPhone 11 

Pro나 Pro Max 구입 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교환

하면 최고 850불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iPhone 12 시리즈를 하나 구입하면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존 iPhone과 교환하면 최고 440불의 혜택

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신규 라인 추가 시 삼성 스마트폰을 하나 

구입하면 또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며 신규 라인 가입 

시에는 삼성 A01, A11, A21, A51, A71모델 가운데 하나

를 무료로 준다.

또 무제한 플랜 가입 시에는 iPhone XR 기종은 380불 

할인해 주며, 타 회사에서 전환 가입 시 최고 250불의 

혜택도 제공한다.

<선셋셀룰라> 측은“언제든지 전화를 주거나 방문해

도 좋습니다. 고객께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아 드리겠습

니다.”라며“지난 20여 년 동안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레이크우드 H Mart에 2호점의 문을 열게 됐다. 모든 고

객들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선셋셀룰라> 측은 또“연말 특별 세일에서 제공하

는 혜택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먼저 문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문의: (562) 896-7777

     20137 Pioneer Blvd., Lakewood, CA 90715

     11736 Artesia Blvd., Artesia, CA 90701

 

어바인, 부에나파크시 부시장에 한인 선출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어바인과 부에나파크시에

서 한인 여성들이 부시장에 선출됐다.

어바인시는 8일 시청에서 지난 11월 선거에서 시

의원에 당선된 태미 김 시의원의 부시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 부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어바인 시의원 

선거 사상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운 것이 높이 평가 

돼 캐롤 시의원의 추천을 받았으며 만장일치로 부

시장으로 선출됐다.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어바인 시의원에 당선됐

던 김 부시장은 이로써 첫 시의원 당선과 함께 부시

장에 취임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부에나파크시에서는 써니 박 시의원이 8일 열린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부시장으로 선출됐다. 소수

계 여성으로는 처음이다. 시장으로는 박 시의원의 

추천을 받은 코너 트라웃 시의원을 선출했다.

부에나파크시는 부시장으로 선출된 시의원이 이

듬해 시장 직을 맡는 관행이 있어 내년 말, 박 부시

장의 시장 취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박 부시장

이 시장에 취임할 경우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단

일 도시 시장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사진=타운뉴스 DB

▲ <선셋셀룰라>에서는 iPhone 12 시리즈를 하나 구입하면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연말 Holiday 특별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타운뉴스 DB

▲ 태미 김 어바인시 부시장(왼쪽), 써니 박 부에나파크시 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