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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Foods in New York City

 I can't identify exactly what's behind the unique 

smell of New York, but it's hard not to pick up an 

aroma of cooking in the fusion of subway smoke, 

fresh paint and goodness knows what else. 

Food is everywhere in this city of bright lights and 

yellow taxis, where people move like ants on a 

crowded island. New York City, according to one 

estimate, has 23,500 restaurants, serving all kinds 

of food from every country and culture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The strong aroma of food that hits you as you 

plunge into the packed streets of Midtown Manhattan 

comes from street vendors and food stands. On 

every corner, somebody is cooking something. 

Street carts attract customers with sliced meat 
노 점 상

frying in onions. Steam and smoke rise from grilled 

hot dogs and steaks. Here I was, in the Big Apple on 

my first day, moving through the streets of 

fascinating smells. Suddenly, I felt brought home by 

a familiar smell that all Koreans easily recognize.

뉴욕시의 길거리 음식들

뉴욕의 독특한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하철 매연과 갓 칠한 페인트 냄새, 

그리고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냄새들 속에 

섞인 음식을 요리하는 냄새를 집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밝은 불빛과 노란 택시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음식

은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혼잡한 섬에 살고 있는 개미들처럼 

움직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23,500

개의 레스토랑이 있고, 세계 곳곳의 모든 나라, 모

든 문화의 온갖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

니다. 

맨해튼 중간 지대 사람들로 가득 한 거리에 뛰어들 

때 당신에게 전해지는 음식의 강한 향은 노점상과 

음식 가판대에서 나는 것입니다. 모퉁이마다 누군

가가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얇게 저민 고기를 양파와 함께 볶으면

서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구운 핫도그와 스테이크

에서 김과 연기가 피어 오릅니다.첫째 날 저는 뉴욕

시에 있었고, 매혹적인 향을 풍기는 거리를 지나가

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익숙한 냄새에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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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ing to know more, I turned at a street corner 

and came upon a red and white truck parked with a 

sign that read "Gimchi Taco!" I had to wait for fifteen 

minutes before I could get my order: a "Grilled 

Korean Barbecue Beef" taco. 

It was Bulgogi on a taco shell with cheese and yes, a 

lot of Gimchi cut up in small pieces. I took my first 

eager bite and my mouth was flooded with the taste 

of Gimchi. It was not some mild version of Gimchi 

made for beginners, but a Gimchi with strong flavor 

in full maturity. 

Sitting on a bench next to the truck was a lady in a 

beautiful red dress, skillfully finishing her second 

Gimchi taco while reading Vogue. 

For her third one, she went back to the truck and 

asked for a second helping of Gimchi to be put on 

top! I was so impressed to see Gimchi being part of 

so many fusion dishes, from Mexican tacos to 

American sandwiches. 

Of course, we Koreans are used to the idea that 

Gimchi is delicious not just by itself, but also as a 

key ingredient in a range of creative recipes, such 

as Gimchijeon and Gimchi-mandu.

번역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모퉁이를 돌았고 “김치 타코”

라고 써  있는 간판을 내걸고 주차되어 있는 빨갛고 

하얀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주문한“구운 한국

식 바비큐 소고기” 타코를 받기까지 15분을 기다려

야 했습니다. 

그것은 타코셸에 치즈와 잘게 썬 김치가 많이 들어 

있는 불고기였습니다. 고대하던 한 입을 처음 베어 

먹고 제 입안은 김치 향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것

은 초보자들을 위해 만든 순한 김치가 아니라 아주 

잘 익은 강한 풍미의 김치였습니다. 

트럭 옆 벤치에는 아름다운 빨간 드레스를 입은 아

가씨가 앉아서, 보그 잡지를 읽으면서 능숙하게 두 

번째 김치 타코를 막 다 먹었습니다. 

세 번째 타코를 위해, 그녀는 트럭으로 다시 가서 

위에 김치를 한 번 더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

는 멕시코의 타코에서부터 미국의 샌드위치까지 김

치가 굉장히 많은 퓨전 요리에 쓰이는 것을 보고 매

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단순히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김치전이나 김치만두처럼 다양한 창

의적인 요리법의 주 재료로도 맛있다라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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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chi's ability to mix well with many dishes from 

other cultures is a symbol for multiculturalism in a big 

city like New York, where people from a variety of 

ethnic backgrounds live together in harmony and 

learn from one another.

 My encounter with Gimchi Taco allowed me to 

appreciate the way in which street food plays an 

important cultural role in New York. One New Yorker I 

met told me that he could not imagine the city 

without the culture of street food. 

Street carts and vendors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ome together and taste what their 

neighbors eat. And this exchange of cultures also 

has an effect on street food, not just in its variety, 

but also in terms of the city's adaptation to new 

cultural influences.

According to historian Jane Ziegelman, the changes 

in street food in New York City show three common 

characteristics. First is the size of the servings. She 

explains, "Foods brought over by many people grew 

in size.As they became popular on the streets, they 

got also bigger."

번역

다른 문화의 많은 요리와 잘 어우러지는 김치의 능

력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면서 서

로서로 배우는 뉴욕같은 대도시에서는 다문화주의

를 상징합니다.

 

김치 타코와의 뜻밖의 만남은 뉴욕에서 길거리 음

식이 중요한 문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식

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뉴욕 

시민은 길거리 음식 문화가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리 음식 가판대와 노점상들은 사람들이 모여 그

들의 이웃이 먹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교류 또한 길거리 음식

에 영향을 끼쳤는데, 음식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새

로운 문화적 영향에 대한 도시의 적응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사학자인 Jane Ziegelman에 따르면, 뉴욕시 

길거리 음식의 변화는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보

여준다고 합니다. 첫째는 1인분 음식의 크기입니

다. “많은 사람들이 들여온 음식의 크기가 커졌습니

다. 길거리에서 인기를 얻을수록 크기 또한 커졌습

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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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street culture of simple, fast eating has 

become the vehicle for ideas of making foods 

portable. Hot dogs sold everywhere in NYC are a 

perfect example of this American "grab and go" 

attitude. 

Once served as hot sausages on a plate, the hot dog 

became what it is today by simply moving from the 

plate to its bread. Finally, street food is the melting 

pot of tastes and cultures in which something 

strange and unfamiliar is cooked up to become 

familiar. 

For example, there is another food truck called 

Viking Soul Food, which serves something called 

"lefse." It was originally a thin Norwegian bread, but 

Viking Soul Food uses it as a tortilla wrap with 

various fillings. 

It's filled with vegetables and a sauce of melted 

Scandinavian cheese. While this wrap would never 

be seen in Norway, it appeals to the tastes of people 

of all backgrounds, because it is easy to recognize 

as a common wrap sandwich.

번역

둘째로, 간단하고 빠르게 먹는 길거리 문화는 음식

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의 매개체가 되었

습니다. 뉴욕시 어디에서나 팔리고 있는 핫도그는 

미국인의 “(바로) 집어서 가져가는” 태도를 보여주

는 완벽한 예입니다. 

한때 접시에 뜨거운 소시지로 제공되던 핫도그는 

그저 접시에서 빵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의 형태가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길거리 음식은 이상하고 

익숙지 않은 무언가를 친숙하게 되도록 요리해 주

는 맛과 문화의 용광로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이킹 소울 푸드’라고 하는 또 다른 

노점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lefse”라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 음식은 원래 노르웨이의 얇은 빵이

었지만, 바이킹 소울 푸드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속 

재료를 담는 토르티야 쌈처럼 사용합니다. 

그것은 채소와 스칸디나비아산 치즈를 녹인 소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쌈은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찾

아볼 수 없지만, 일반적인 랩 샌드위치로 쉽게 인식

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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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me to appreciate how street food fusion has 
~하게 되다

developed. It's interesting to see how these foods 

from entirely different places harmonize in delicious 

ways. Interestingly, I also noticed how people who 

came out to buy street foods also behave in perfect 

harmony. 

A variety of people in different clothes all stand in 

line, waiting for their turn to order: locals in blue 

jeans and T-shirts, tourists with cameras, business 

women dressed for success. 
차 려 입 는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waiting in line. It 

shows our respect for common humanity: Everyone 

has to wait their turn regardless of who they are. 
상 관 없 이

We have to be respectful of the people around us. 

This is the secret of the harmony in cooking and 

living in New York City.

 

번역

저는 길거리 음식의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이런 음

식들이 어떻게 맛있게 조화를 이루게 되었는지 알

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흥미롭게도, 저는 길

거리 음식을 사러 나온 사람들 또한 어떻게 완벽하

게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옷을 입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한 줄

로 서서 자신들의 주문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지역 주민들, 카메라를 들

고 있는 관광객들, 성공을 위해 차려입은 직장 여성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줄서서 기다리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모

든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 간에 자신의 차례를 기다

려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

다. 이것이 바로 뉴욕시의 음식과 생활을 조화에 대한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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