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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노인 건강 위한 세미나 개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코로나 시대 

노년 건강을 도모하는 화상 세미나를 

오는 2월 4일과 2월 18일 오전 10시부

터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캘리포니아 카이저 종합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35년 근무

한 뒤 지난해 퇴직 후 현재 한인가정상

담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진료 

봉사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가 나서서 코로나 시대 노년 건강

과 관련한 강연을 하고 세미나 참석자

들과 문답의 시간을 갖는다.

먼저 2월 4일에는‘코로나 블루를 이

겨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란 주제

로 강연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한 노인

들이 이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잘 이겨

내야 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2월 18일 세미나에서는‘행복한 노년

을 만드는 비법’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65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 몸의 정상

적인 변화와 특히 노인성 질병을 예방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세미나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세미나 웹사이트(http://uhcasian.

com/korean/community-events-

ca.htm)를 방문해‘온라인 강의’링크 

클릭

- Zoom 로그인: 미팅 ID - 824 699 

7872, Password - UHC

- 전화 참여(음성): 669-900-6833, 

미팅 ID - 8246997872#

- YouTube 링크: 2월 4일: https://

youtu.be/XE4eNgKpsG4, 2월 18일: 

https://youtu.be/ZhF36BXC6Dw

“LA에서 OC로 안경 맞추러 온다”
<딘스안경> 합리적인 가격·감염 예방 노력에 소비자 호응

과거, 오렌지카운티(OC)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안경을 맞추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LA한인타운을 

찾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거꾸로 LA거주 한인 가운데 

OC나 근처에 있는 한인 안경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리토스 인근 레이크우드에 있는 <딘스안경>에 따

르면 LA한인들이 <딘스안경>을 찾아와 안경을 맞추

는 경우가 늘었다. <딘스안경>은 그 이유를 LA에 비

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로나 상황과 가격이라고 분석

했다. <딘스안경>이 표방하고 있는‘최고의 품질을 유

지하되 적정 마진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영업 정신이 LA한인들의 발길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딘스안경> 측은“<딘스안경> 

가면 최소한 후회는 없다고 할 정도

로 가격이 정직하고 무엇보다 거대

한 가게 규모만큼 엄청난 셀렉션을 

자랑한다.”고 전했다.

<딘스안경>은 세일가로 20불에 

구매 가능한 한국산 패션 안경테부

터 최고급 브렌드 안경까지 2,000여 

종의 안경을 전시하고 있어 방문하는 누구라도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안경을 고를 수 있다.

‘매직 클립’도 <딘스안경>만의 자랑이다. 매직클립

은 안경에 자석을 부착해 자유자재로 붙혔다 떼었다 할 

수 있으며 무게가 매우 가벼워서 안경을 선글라스로 쓰

기에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 또‘매직블루’를 다초점안

경에 부착하는 경우 다초점렌즈의 근용부 시야를 크

게 늘려주기 때문에 컴퓨터를 장시간 이용하거나 서류 

작업을 오래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한 것이     

<딘스안경> 측의 설명이다.

<딘스안경>에서는 지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매직선 프리미엄 패키지는 고급 다초점렌즈에 빛 

반사 코팅, 선글라스 클립을 포함해 280불(정가550불)

에 구매할 수 있고, 매직블루 프리미엄 패키지는 고급 다

초점렌즈에 빛 반사 코팅, 블루라이트 차단이 포함된 리

딩 강화 클립을 포함해 300불(정

가 580불)에 구매할 수 있다.

<딘스안경>은 안경원 출입 전 

열 체크와 손 소독, 장갑과 마스

크 등을 제공해 감염 위험을 예

방하고 있다. 또 2,300 sqft크기

의 넓은 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에 특히나 유리하면서도 충분한 쇼핑 자유도를 선사한

다. 예약제 운영으로 매장 인원은 사전에 관리해 고객들

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안경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이 <딘스안경> 측의 전언이다. 

예약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다초점렌즈를 180(정가 

360불)까지 할인해 주며, 프리미엄 다초점 구매 시 빛 

반사 코팅을 무료로 해 준다. 

이외에도 각종 명품 안경과 선글라스를 최대40% 할

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연예인 안경테는 세일가

로 20불부터 구매할 수 있다.

매장 정면과 맞은편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가 

편리하며, 일요일도 오픈한다. 

▶ 문의: (562) 282-5716

▶ 주소: 21053 Bloomfield Ave., Lakewood, CA 90715 
▲ <딘스안경>은 2,300 sqft의 넓은 매장에는 2,000여

 다양한 종류의 안경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딘스안경

▲ '매직 클립'. 사진=딘스 안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