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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 yourself on the Street!

 As you walk down the street, the inviting aroma 
유 혹 적 인

from the food carts makes your mouth water. You 

are inevitably drawn to the carts to satisfy your 

curiosity as well as your appetite. The closer you 

get, the stronger the smell gets. 

People traveling around the world often come 
여 행 하 는

across such delicious street foods. What kinds of 

street foods draw your attention? Here are some 
끌 다

delicious street foods you will certainly want to try.

Hot Dog

The hot dog is widely sold from mobile food carts, 
널 리

trailers and trucks parked on city streets all over 

North America. These “hot dog stands” first started 

in New York City, during 1860s, when German 

immigrants sold hot dogs, milk rolls, and salted 

cabbage from food carts. 

Today, passers-by are attracted to the quick meal at 
행 인 들 이

all times of day or night. Fifteen percent of the 

approximately ten billion hot dogs consumed by 
소 비 되 는

Americans are purchased from hot dog stands. The 

popularity of hot dogs in the United States is 

attributed to the fact they are convenient to eat and 
~ 에 기 인 하 다

easy to make.

길거리 음식을 먹어 보세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음식 카트에서 나오는 유혹적

인 향기가 당신의 입에 군침이 돌게 할 것이다. 당

신은 식욕뿐만이 아니라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카트로 끌려가게 된다. 더 가까이 갈수

록, 냄새는 더 강해진다.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맛있는 길

거리 음식과 마주치게 된다. 어떤 종류의 길거리 음

식이 당신의 관심을 끄는가? 여기 당신이 분명 먹

어 보고 싶어 할 길거리 음식 몇 가지가 있다.

핫도그

 핫도그는 북미 전역의 도시 거리에 주차된 이동식 

음식 카트, 트레일러 및 트럭에서 널리 팔린다. 이

런 ‘핫도그 가판대’는 뉴욕 시에서 1860년대에 처

음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독일 이민자들은 핫도그, 

우유롤빵,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음식 카트에서 팔

았다. 

오늘날 행인들은 밤낮 어느 때나 이 빠른 식사에 매

료된다.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약 백억 개 정도의 핫

도그 중 15퍼센트가 핫도그 가판대에서 팔리고 있

다. 미국에서의 핫도그의 인기는 먹기 편하고 만들

기 쉽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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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major city in the U.S. sells a variety of hot 

dogs that differ in size, shape, and seasoning. 

Outside major universities, office buildings and 

shopping malls you will find food carts with steaming 
김이 모락모락나는

sausages, warmed buns, and a variety of toppings. 
따 뜻 한 다 양 한

You can use pickle relish, spicy chillies, fried onions, 
매 운 튀 긴

and cheese to create your own hot dog. The best 

part of all is to eat it while you walk home or go 

window shopping. It is the perfect fast food for 

people in a hurry.

 So, where did the term “hot dog” come from? It is 

assumed to originate from a cartoonist’s use of the 
유 해 했 다

term in his portrayal of a man who sold sausages at 

a baseball game. The vendor in the cartoon was 

supposed to be yelling, “Get your Dachshund 
~ 하 기 로 되 어 있 다

sausages while they’re hot!” 

But the cartoonist couldn't spell  the German word, 
철자를 쓰다

“Dachshund,” although he understood its meaning - 

a breed of dogs in Germany. Instead he wrote, “Get 
대 신 에

your hot dogs!” The cartoon was a hit and the term 

“hot dog” was born.

번역

 미국에 있는 모든 주요 도시에서 크기, 모양, 양념

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핫도그를 팔고 있다. 주요 

대학, 사무실, 쇼핑몰 밖에서, 당신은 김이 모락모

락 나는 소시지와 따뜻하게 데워진 빵, 다양한 토핑

이 있는 음식 카트를 볼 수 있다. 

당신만의 핫도그를 만들기 위해 피클 레리쉬와 매

운 고추, 튀긴 양파와 치즈를 사용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좋은 점은 집에 걸어가거나 물건을 구경하면

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쁜 사람들에게 

완벽한 패스트푸드이다.

그러면, ‘핫도그’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야

구 경기장에서 소시지를 파는 남자를 그린 초상화

에서 한 만화가가 그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했

다고 추정된다. 만화 속의 노점상은 “뜨거울 때 닥

스훈트 소시지를 사세요!”라고 외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만화가는 독일 개의 한 종류인 닥스훈트의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독일어 Dachshund의 철

자는 쓰지 못했다. 대신에 그는 "뜨거운 (hot) 개

(dog)를 사세요!” 라고 썼다. 만화는 크게 인기를 

끌었고, 핫도그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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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Kacang

 Ais kacang is a popular dessert served for people to 
제 공 되 는

quench their thirst in Malaysia and Singapore. This 
해 소 하 다

dessert is made of red beans and shaved ice 

topped with sweet syrup or jelly. It is usually served 
올 려 진

in outdoor food markets and in shopping mall food 

courts. 

The word “ais” came from the English word “ice,” 
발 생 하 다

and “kacang” means “bean” in Malay. It is also 

known as air batu campur, or more popularly as 

ABC. “Air batu” means “ice” and “campur” “mixed.” 

Today, sweet-tasting ABC comes in bright colors 

with jellies, cream corn, chopped peanuts, and 
다 진

different flavored syrups. Another less common 
맛 의

ingredient is aloe vera. This icy dessert is not only 

great after a spicy meal but presents an excellent 
제 시 한 다

way to overcome the hot and humid weather! 

아이스 카창

Ais Kacang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갈증

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기 있는 후식이다. 이 

후식은 팥과 달콤한 시럽이나 젤리가 올려진 갈아 

놓은 얼음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주로 야외음식 

상점이나 쇼핑몰의 푸드 코트에서 제공된다. 

‘ais’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ice(얼음)’에서 온 것이

고, ‘kacang’은 말레이 말로 ‘콩’이라는 뜻이다. 그

것은 또한 air batu campur로도 알려져 있으며, 

더 유명하게는 ABC라고 알려져 있다. ‘air batu’는 

‘얼음’을 의미 하고, ‘campur’는 ‘혼합된’이라는 의

미이다.

요즘에는 달콤한 맛의 ABC는 젤리, 크림 콘, 다진 

땅콩과 다양한 맛의 시럽을 가미한 밝은 색깔로 나

오고 있다. 덜 흔한 다른 재료로는 알로에 베라가 

있다. 이 얼음같이 시원한 후식은 매운 음식을 먹은 

후 좋을 뿐만 아니라 덥고 습한 날씨를 극복하는 훌

륭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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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ra

 Morocco’s famous spicy bean soup, harira, is 

seasoned with ginger, pepper, cinnamon, and lots of 
양 념 되 어 있 다 생 강 계 피

fresh herbs. Harira is most often eaten by 

Moroccans during the month of Ramadan, the 
모 르 코 사 람 들

Muslim holiday, when people do not eat meat, or are 

allowed to eat a little only after the sun sets. Harira is 

sold at many food stands in night markets especially 

during Ramadan. 

 Harira can be also prepared as an ordinary 

Moroccan meal using a blend of meat, chickpeas, 
섞 은 것

and tomatoes. To enjoy harira your way, try any 

combination of dried beans or chickpeas, add it to 
말 린

different blends of spices, and let it sit for 24 hours. 
섞 은 것 향 신 료

It tastes better if served with a large spoonful of 

chilled yogurt on top and lots of fresh crusty bread. 

Even when temperatures are 27°C at night, this 

soup is still best-loved by Moroccans. It’s spicy, 

hearty, and fragrant!
푸 짐 한 향 긋 한

하리라

 모로코의 유명한 매콤한 콩 수프인 harira는 생강, 

후추, 계피, 그리고 많은 신선한 허브로 양념이 되

어 있다. harira는 이슬람교도의 명절인 라마단 달 

동안에 모로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데, 이 기간

에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거나, 해가 진후에만 조

금 먹도록 허락된다. harira는 특히 라마단 기간 동

안 야시장의 많은 음식 가판대에서 팔린다. 

 

Harira는 고기와 이집트 콩 토마토를 섞은 것을 사

용하는 일반적인 모로코 식사로 준비될 수도 있다. 

당신만의 방식대로 harira를 즐기고 싶다면, 말린 

콩이나 이집트 콩을 곁들이고 여러 향신료를 섞어

서, 그것을 24 시간 동안 두어라. 

요리 위에 차가운 요구르트를 크게 한 숟가락 얹고 

많은 양의 신선하고 껍질이 딱딱한 빵과 함께 차려 

내면 더 맛있다. 이 수프는 밤의 기온이 27도에 달

하는 속에서도 여전히 모로코 인들에게 가장 사랑

을 받고 있다. 이 수프는 매콤하고, 푸짐하고, 향긋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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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el

 No matter where you go in Brazil, you'll probably 

encounter the Brazilian street food called pastel. 
마 주 치 다

Any small street food stand will have a deep fryer  
튀김요리 기구

with these little square pastries puffing up in the hot 
부풀어 오르는

oil. 

Pastel can be filled with delicious ingredients: white 

cheese, ground meat or palm hearts. And it is often 
야 자 순

served with freshly pressed caldo de cana - the 
짜 낸

sweet and thirst - quenching juice extracted from 
해 소 하 다 추 출 된

raw, peeled sugar cane.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pastel originated from 

Japanese immigrants in Brazil, who adapted 
변 형 시 키 다

Chinese fried wontons to sell as snacks at weekly 
만 두 목적

street markets. Pastel is ordinarily sold at the 

entrance of street markets, a few blocks of 

neighboring streets close  to traffic, or at the bus 
인 접 한 교통이 편리한

station. 

People often buy pastel at these places in the 

daytime because it makes for a quick, delicious and 

very cheap lunch that they can eat while shopping in 

the street market. This crispy pastry really satisfies 
채 워 주 다

your hunger!

파스텔

 

브라질에서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아마 pastel이라

고 불리는 브라질 길거리 음식을 보게 될 것이다. 어

느 작은 길거리 음식 가판대나 뜨거운 기름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이 작은 사각형 모양의 패스트리가 

들어 있는 깊은 튀김용 냄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pastel은 흰 치즈, 다진 고기, 야자 순과 같은 맛있

는 재료로 채워진다. 또한 pastel은 종종 신선하게 

짜낸 caldo de cana와 함께 제공되는데, 이 주스

는 껍질을 벗긴 생 사탕수수에서 추출된 달콤하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주스이다. 

 

일반적으로 pastel은 일본 이민자들이 매주 열리는 

길거리 시장에서 간식으로 팔기 위해 중국식 튀긴 

만두(wonton)를 변형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알려

져 있다. pastel은 보통 길거리 시장 입구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인접한 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팔린다. 

pastel은 길거리 시장에서 쇼핑할 때 먹을 수 있는 

빠르고, 맛있고, 값싼 점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 시간 동안에 이러한 장소에서 pastel을 산다. 이 

바삭한 패스트리는 배고픔을 확실히 채워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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