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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여도 둘이어도 외면할 수 없는 ‘치맥’의 유혹 
로렌하이츠 <투게더치킨 Two Gather Chicken>

한국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

뉴는 무엇일까? 

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의‘한국인의 

외식 소비 행태’조사 결과 치킨이 짜장

면 등의 중화요리, 피자, 보쌈과 족발을 제

치고 1위에 올랐다. 

치킨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니면서도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이름이 

됐다. 이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한국식 닭 요리는 겉은 바삭하고 고소하

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닭살로 가득 찬, 혹

은 그 튀김 통닭에 한국적인 매콤, 달콤한 

맛을 입힌 일명 양념통닭이다. 하지만 재

료를 튀겨내는 방법에 따라, 또 양념을 만

드는 손길에 따라 그 식감과 맛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전 세계 맥

도날드 매장보다 많다는 한국의 치킨집

이지만 그 맛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한국식 프라이

드 치킨의 생명은 역시 바삭함과 고소함, 

그리고 부드러운 속살이다. 로렌하이츠에 

있는 <투게더치킨>은 이 세 조건을 충실

하게 재현함과 더불어 발전시킨 치킨집이

다.‘프라이드치킨’,‘양념치킨’,‘간장치

킨’,‘버팔로위’,‘허니갈릭윙’등 즐길 수 

있는 치킨의 종류도 다양하다. 

주재료인 통닭은 신선한 것을 구입해 손

질이며 밑간, 양념을 비롯해 모든 조리 과

정을 직접 해낸다. 손길이 많이 가긴 하지

만 최고 품질의 치킨을 손님 상에 올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개업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단골로 찾

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한다. 

‘치킨’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맥주, 그 

치맥도 <투게더치킨>에서는 더 특별하

게 즐길 수 있다. 다양한 향과 맛의 맥주

들도 구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치맥 한 잔 

즐기고 싶은데 혼자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고 망설일 필요도 없다. <투게더치킨>에

는 혼자 방문해도 누군가와 함께한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1인 고객

을 위한 배려도 해 두었다. 말벗이 필요하

다면 <투게더치킨>의 사장님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어도 좋다.

<투게더치킨>에서는 치킨과 함께 한

국인의 입맛에 특화된‘스위트포테이토

피자’,‘불고기피자’를 비롯해‘케이준피

자’등 다양한 피자도 즐길 수 있다. 특

히‘케이 피자’는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향신료가 들어가 입맛을 돋운다. 그럼에

도 버섯, 치즈 등이 풍성하게 토핑돼 있어 

짠맛을 덜어준다. 고기 좋아하지 않은 사

람이라면 반색할 메뉴임에 분명하다. 피

자와 함께 즐기는 맥주 한 잔도 특별하지 

않을 수 없다.

금,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2시

까지, 나머지 날은 오전 11시부터 밤 12시

까지 문을연다. 

▶ 문의: (626) 964-8989

▶ 주소: 18222 Gale Ave. Unit A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국교육원, 2020 제69회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변경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이 다음 

달 11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69회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을 오는 5월 

23일(토)로 연기했다(관련기사 본보 

1299호 13쪽‘제69회 한국어 능력시

험…4월 11일’).

LA한국교육원은 지난 11일 홈페이

지 공지를 통해 이렇게 전하며“시험

장소도 기존 2개소에서 LA한국교육

원(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1개소로 변경되었다.”며“응

시 신청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

다.”고 덧붙였다.

 

제69회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은 

변경된 일정에 따라 오는 5월 23일 오

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TOPIK I (1급-2급) : 09:40~11:20 

am, 입실시간 : 9:10am까지, ●TOPIK 

II (3급-6급) : 12:50~16:20 pm, 입실시

간 : 12:20pm까지) 실시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한국교육원 홈

페이지(ke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213) 386-3112 (EXT.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