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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깔스럽고 푸짐한 한·일식 한끼가 7.99불! 
가든그로브 <미소야 >의 다양한 투고 메뉴…업장 방역도 실시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도 

주머니 사정으로 맛볼 수 없다

면 화중지병(그림의 떡)이지요. 

최고의 요리라고 해서 으리으

리한 식당에서 돈 많은 사람들

만 향유할 수 있다면 진정한 요

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 보기 어려워요. 누구나 맛보

고 즐길 수 있을 때에야 사람을 

위한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

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고집하고 있어요.”

가든그로브 <미소야>의 박 헤드셰프는 이렇게 말한

다.“좋은 음식은 좋은 식재료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는 

15년 동안 베버리힐즈에서 까다로운 외국인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 있다.

이런 <미소야>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들

을 위해 7.99불에 즐길 수 있는 한·일식 투고 메뉴를 개

발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 다양한 투고 메뉴

메뉴도 다양하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

우는‘회덮밥’부터 입안에서 톡

톡 터지는 생선 알이 먹는 재미

를 더하는‘돌솥알밥’, 스시용 

고품질 고등어를 구워 뼈를 발

라낸‘생고등어구이’, 소의 뼈를 

푹 고아 우려낸 진한 국물이 속

까지 확 풀어주는‘고기설렁탕’, 

이외도 돼지불고기덮밥, 김치찌

개, 돈까스, 연어데리야키, 치킨데리야키, 우동 등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메뉴들이 준비돼 있다. 

투고는 월요일-토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이후면 영

업시간 내 언제나 가능하다.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는다.

■ 업장 방역 실시

<미소야>는 지난 5일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전

문 방역업체에 의뢰해 전면적으로 업장 방역을 실시했

다. 이는 매월 한 차례씩 실시해온 방역과는 별도로 코

로나19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더 치 하고 고강

도로 실시한 특별 방역이었다.

▶ 문의: (714) 530-1000

▶ 주소: 8893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디덕터블이 많아도, 보험이 없어도 부담 없다”
‘자동차 종합병원’ 벨플라워 <빅토리 바디샵>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 사고 등으

로 바디샵에 들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신

뢰할 만한 바디샵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라면 어느 업체로 가야할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자동차 정비업

체·바디샵들의 부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런 부조리들 때문에 캘리포니아 소비자

국은 남가주 일원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부

당한 행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

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소비자

국이 소개한 피해 사례 가운데는 차량의 안전을 이유로 

필요 없는 부품 교환을 강요하거나 부품 교환 시 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환하고 정품의 가격을 청

구하는 경우, 기존 부품을 재사용하고도 새 제품으로 교

환했다며 수리 대금을 과다청구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자동차를 정비하고 고치는 것은 수리한다는 의미 이

상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수리는 차량의 수명뿐만 아니

라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자

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자동차업체 

혹은 자동차수리업자는 내 생명을 지켜

주는 유능한 의사와 다를 바 없다.

벨플라워에 있는 <빅토리 바디샵>의 

스티브 허 대표(사진)는 자동차에 관한

한 믿을 만한 유명한 의사이다. 

허 대표는 30여 년을 자동차 바디 수리

에 바친,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정확한 프레임 교정과 

최신 머신에 의한 컬러 매치는 이미 이 지역 한인들에게

는 익히 알려져 있다. 더구나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한인들을 위해 차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

는 그의 성심성의는 <빅토리 바디샵>을 찾는 한인들

을 감동하게 만든다. 

“차량 손상을 입은 시니어 분들이 굳은 표정으로 저희 

업소를 찾아오면 그분들이 겪었을 불편 때문에 제 마음

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에게는 조금이라

도 싸게 수리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더구나 교통사고

를 겪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려고 해도 영어가 미숙해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시던 시니어 분을 만나고 나서는 

보험 클레임도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제 마음이 더 훈훈해져서 속

마음으로는 오히려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빅토리 바디샵>에서는 

디덕터블이 많아 현찰 주고 수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잉과 렌트카 대여도 <빅토리 바디샵>에서 직접 할 

수 있어 일부러 대여업체를 찾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도 있다. 91번과 605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지역에 있어 

접근하기도 용이하다. 

▶ 문의: (562) 920-9745~6

▶ 주소: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