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컬

2018년 8월 24일 ~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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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동 체인 마루가메 베버리센터에 3호매장 문열어
탱글탱글 면발 소스 토핑 재료 따라 다양한 맛⋯오픈 기념 선착순 100명에게 10달러 기프트 카드 증정
일본의 유명 우동 전문 체인점 마루가메
제면(이하 마루가메)이 23일 가주 3호 매장의
문을 열었다.
마루가메는 23일 베버리힐스에 위치한 대
형 쇼핑몰 베버리센터에 가주 3호 매장을 오
픈했다. 지난 2000년 일본 효고현 가코가와
시에서 처음 문을 연 마루가메는 이후 시세
를 급격히 확장해 2018년 현재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 10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베버리센터 점은 남가주 소텔과 북가주 스톤
스 타운에 이은 캘리포니아 3호 점이다. 마
루가메 측은 올해 안에 베버리센터 점 이외
에도 글렌데일과 LA 다운타운, 코스타메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에 추가 매장을 오
픈할 예정이다.
마루가메 우동은 탱글탱글한 면발의 식감

과 소스, 토핑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사누키 우동 (사누키는 가가와현
의 옛 지명)전문점이다. 마루가메 우동은 모
기업 토리돌 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아
와타 타카야가 유년기 즐겨먹던 사누키 우동
에 패스트푸드 점의 개념을 혼합해 창업했
다.
마루가메는 일본식 명칭 마루가메 제면에
서도 알 수 있듯 제면소 방식을 택했다. 모
든 점포에 제면기가 설치돼 갓 만든 면을 바
로 먹을 수 있다.
또 고객이 우동을 크기와 온면, 냉면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원하는 튀김과 주먹밥을 선
택해 계산하는 방식을 택해 회전율을 극대화
했다.
한편 마루가메는 베버리센터 점 오픈을 기

LA 한인타운 6가-킹슬리 노숙자 텐트철거

념해 고객 100명(선착순)에게 10달러 기프트
카드를 선물했다. 또 전 고객에게 23일 하루

연방하원선거 결선 진출 영 김
롤랜드 하이츠에 사무실 오픈
39지구 연방하원의원 결선에 진출한 영 김
후보가 오는 25일 LA 동부지역 롤랜드 하이

23일 LA 한인타운 노숙자 밀집 지역인
6가와 킹슬리 인근에서 LA시 위생국과
LAPD의 합동 청소작업이 실시돼 노숙자
들의 텐트를 철거하고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설치해 놓은 텐트들이 모두 철

거되고 주변의 쓰레기들이 수거됐다. 사
진은 시 위생국 차량과 인부들이 킹슬리
길에 설치된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며 소
독 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황유나 기자>

부에나팍 시의원 출마 써니 박 후보 천군만마 얻었다
OC 민주당협회 지지 확보
오는 11월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 선거에
나서는 써니 박 후보<사진>가 오렌지 카운
티 민주당협회의 공식 지지를 확보했다.
OC민주당협회는 지난 20일 애너하임에 위
치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박 후보를 포
함한 30여에 대한 공식 지지를 결정했다. 박
후보는 무소속으로 뛰고 있지만 그간 다양
한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치적 신념을
나눠온 점을 인정받았다. OC 민주당협회는
공식 지지 후보를 위해 민주당원 유권자들에
게해당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당 명의 서한
을 발송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OC 민주당협회의 지지가 타인

종 커뮤니티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 이라며 선가 당일까지 최선을 다하겠
다 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가 나서는 부에나파크 1지구
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원 비율이 각각
37%대 30%로 알려져 민주당협회의 공식 지
지가 선거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진다.

동안 우동 메뉴를 1달러에 판매하고 무료 파
킹 서비스도 제공했다.
황유나 기자

츠에 선거 사무실을 오픈한다.
선거 사무실은 롤랜 하이츠 지역 풀러튼
로드와 매스칼 스트릿 교차로 선상에 위치한
Bread of Life Christian Church in LA
(2424 Fullerton Rd. Rowland Heights.) 에
오픈하며 개소식은오후 1시에 시작된다.
▲문의:(949) 400-2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