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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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면 화중지병(그림의 떡)이지요. 최고의 요리라고 해

서 으리으리한 식당에서 돈 많은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

다면 진정한 요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

려워요. 누구나 맛보고 즐길 수 있을 때에야 사람을 위

한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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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우는‘회덮밥’부터 입안

에서 톡톡 터지는 생선 알이 먹는 재미

를 더하는‘돌솥알밥’, 스시용 고품질 

고등어를 구운‘생고등어구이’ 이외

도 돼지불고기덮밥, 김치찌개, 돈까스, 

연어데리야키, 치킨데리야키, 우동 등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메뉴

들이 준비돼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롤

은 8피스에 3.50불에 불과하다.

투고는 월요일-토요일까지 오전 11

시 30분 이후면 영업시간 내 언제나 

가능하다.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는다.

■ 업장 방역 실시

<미소야>는 최근 코로나19에 대비

하기 위해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해 전면적으로 업장 방

역을 실시했다. 이는 매월 한 차례씩 실시해온 방역과는 

별도로 코로나19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더 치밀

하고 고강도로 실시한 특별 방역이었다.

▶ 문의: (714) 530-1000

▶ 주소: 8893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커뮤니티 소식

 

LA한국문화원, 온라인 프로젝트 ‘Korean Art @ Home “민화”’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 이하 

문화원)은 2020 한국문화가있는날 

온라인 프로젝트로‘Korean Art @ 

Home“민화”’영상을 제작했다. 

지난 22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업

로드된‘ Korean Art @ Home“민

화”영상은 한국민화에 대한 간략

한 소개와 민화의 재료 및 사용 방

법, 민화의 기본 기법인 본뜨는 법, 

민화 그리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원 측은“이번 영상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지침을 따르며 현지인

들과의 지속적인 문화 소통을 위해 

문화원 웹사이트, 유투브채널, 페이

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청

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이 집에서 직

접 한국 전통민화를 배우고, 체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

민화는 정통회화의 조류를 모방

하여 생활공간의 장식을 위해,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

화이다. 조선 후기 서민층에 유행하

였다.

최근 들어 민화는 전통적인 기법

과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작

가의 개성과 시대상이 반영된 작품

으로 거듭났다.

▶ 문의: (323) 936-3014▲ 사진=LA한국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