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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한국 음식점의 초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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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search the history of Korean restaurants in Manhattan, NY in the 1960’s-1970’s. These

Korean restaurants were the pioneers i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It is assumed that ‘Mi Cin’ was the first Korean

restaurant in Manhattan and opened on March 1st, 1960. In the 1960’s,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four Korean

restaurants in Manhattan. In the 1970’s, the number of Korean restaurants increased to more than 18, and their main menu

item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Korean fusion menu such as ‘Lunch Special’ for American customers, beef barbecue

menu for American and Korean customers, and Korean traditional menu for increasing Korean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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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국의 거대도시 뉴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종 구성이 다양하여 그에 영향을 받은 다채로운 음식문화

를 창출하고 있다. 뉴욕은 세계 외식시장의 중심지이자 민족

음식의 경연장이며 그만큼 외식업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

도 하다. 이 때문에 뉴욕은 한식 세계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뉴

욕 지역에 언제 처음 한국 음식점이 생겨났으며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3년을 시작으로 미국에 집단 이민을 온 한인들은 주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자로 일했다(The Korean-American

Asso. of Greater New York 2010). 그러나 그에 비해 뉴욕,

뉴저지 지역은 일제 강점기부터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1960년에 거주한 한인의 수는 40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뉴욕 한인사회는 주로 콜롬비아, 뉴욕 대학 등 동부지

역의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맨해튼이 한인사회

의 중심이었다(The Korean-American Asso. of Greater

New York 1985).

이렇게 한국 이민자들이 뉴욕 지역에 뿌리 내림과 더불어

우리 음식도 전파되었다. 초기의 뉴욕 한국 음식점은 한국인

에게는 고국의 음식을 선사하고 이민생활의 고단함을 달래

주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한편, 한국인이 많지 않았던 시대

적 상황 때문에 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을 선보이고 전

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한식 세계화

의 시도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방향으로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적

으로 볼 때 한식의 세계화는 이미 수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

라 이민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터전 위에서 지금까지 이

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온 발전과정을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에 뉴욕 맨해튼 지역의 최초 한국 음식점으로 알려진

곳은 ‘아리랑 하우스’이다.『대뉴욕한인 100년사』에 의하

면 “뉴욕 사회에 처음으로 선보인 한국식당은 아리랑 하우

스”로 “1962년 차정훈 유학생이 맨해튼 브로드웨이 56가에

개업”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서 개최 중이던 세계식품박람회에서 김밥을 판매했던 경험

이 뉴욕진출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미주 중앙일보』

역시 뉴욕 한인사회에 처음 등장한 한인 음식점은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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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로 “1962년 유학생이었던 차정훈씨가 맨해튼 브로드

웨이 56스트릿에 처음 식당을 열면서 한인 음식점의 역사는

출발했다(2005.11.12).”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심층 인터뷰를 한 차정훈 사장 가

족들에 의하면, 차사장은 1949년생1)으로 1962년 당시 13세

였으므로 음식점을 개업하기에는 정황상 무리가 있고, 1962

년이라는 개업연도도 부정확하다. 그리고 “오하이오주 클리

브랜드 세계식품박람회”에 대한 기록 자체도 현재로는 찾을

수가 없다. 한편 1985년 11월 2일자『동아일보』에서는 “뉴

요크에 한국식당이 처음 생긴 것은 1961년 홍(洪)모씨가 열

었다는 미신(美信)”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했으나 정확한 내용

은 알 수 없다. 이렇듯 ‘아리랑’ 이전에도 맨해튼에 위치한

한국 음식점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음

식점의 초기 역사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실

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뉴욕 맨해튼 지역 한국 음식점의 처음

시작과 그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한국 음식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와 그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던

1970년대로 나누어 각 시기 한국 음식점의 개업 배경과 시

기, 메뉴의 특징, 대상 고객과 현지인들의 평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걸쳐 맨해튼에서 영업했던 한국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문헌연구와 더불어 심층 인

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한인 이민사를 다룬 문헌들,

당시 한인 주소록, 동창회록 등의 기록, 그리고 한국과 미국

에서 발행되었던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참고하였다. 그

리고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는 1960~1970년대 당시 맨해튼

에 있었던 한국 음식점의 경영주나 그 당시를 증언할 수 있

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아리랑’ 2

대 경영주 차정훈 사장의 부인인 정** 사장2)과 딸인 차지현

쉐프, ‘뉴욕곰탕 하우스’ 김유봉 사장, 전 ‘명동식당’ 심재길

사장, ‘우촌’ 유연숙 사장, 뉴욕 KNN 조종무 보도본부장, 뉴

욕시립대 퀸즈컬리지 ‘재외한인사회연구소’ 김인자 부소장이

며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1>

과 같다.

III. 결과 및 고찰

1. 1960년대 맨해튼의 한국 음식점

1) 개업 배경과 영업시기

1920년대 뉴욕지역에는 유학생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한

인들이 있었고, 1930년대에는 80명으로 늘어났다. 해방 후인

1949년 뉴욕에 총영사관이 설치되었는데 이 당시 한인사회

역시 유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소수의 비즈니스맨, 그리

고 정부 관계기관의 주재원들이 새로운 그룹으로 등장했다.

1950년대 뉴욕에는 약 15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았으며, 교

포들의 주거지는 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한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근처였고 이때까지는 한국 음식점이 없었다(The

Korean-American Asso. of Greater New York 1985).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 중에서 뉴

욕의 한국 음식점에 대해 처음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은

1957년 2월 16일『동아일보』기사이다.

<Table 1> In-depth interview interviewee

대상자 나이 주요 경력사항 인터뷰 일시

정** 사장 65세
* 맨해튼 소재 전 ‘아리랑’ 2대 경영주 차정훈 사장 부인

* 1972년~1986년 사이 ‘아리랑 하우스’ 경영

2011.3.6

2011.4.9

차지현 쉐프 37세
* 차정훈 사장의 딸

* 현재 맨해튼에서 쉐프로 활동 중

2011.3.6

2011.4.9

김유봉 사장 65세
* 맨해튼 소재 ‘뉴욕곰탕 하우스’ 사장

* 76년 ‘호심’식당에서 근무 
2011.1.24

심재길 사장 72세

* 맨해튼 소재 전 ‘명동’식당(74년-84년) 사장

* 뉴저지 소재 ‘기꾸’ 레스토랑 사장

* 뉴저지 한인회 회장

2011.2.8

유연숙 사장 66세 * 맨해튼 소재 ‘우촌’ 사장 2011.1.24

조종무 본부장 70세

* Korean News Network 보도본부장

* (전) 미주 동아 편집국장

* (전) 미주 조선 논설위원

2011.6.4

2011.7.6

김인자 부소장 67세
* 뉴욕시립대 퀸즈컬리지 ‘재외한인사회연구소’ 부소장

* (전) 뉴욕시 26학군 교육위원
2011.7.11

1) 1985년 11월 2일자『동아일보』기사에도 차정훈 사장의 당시 나이가 36세로 되어있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인터뷰 대상자의 요청으로 익명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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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에 한국을 소개하는 코리아 하우스(한국관)

이 설치 개관될 예정이다.....(중략) .... 상공부 직할 ‘대한

중석’에서는 뉴욕시 제 5번가 西오륙로에 있는 육층 건

물을 구입하였는데 동건물은 1층을 한국공예품전시장, 2

층을 한국을 소개하는 공보전시장, 3층을 대한중석 사무

실, 4층을 한국식 식당, 5층을 한국과 미국의 친선을 도

모하는 협회실로 설정하여 제반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

이다.

 예정대로 뉴욕의 한국관은 1958년 3월 26일에 개관되었

음이 확인된다.3) 그렇지만 4층에 생길 예정이었던 ‘한국식

식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관’의 ‘한국식 식당’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

는 상황에서, 현재로서 뉴욕 맨해튼 최초의 한국 음식점이라

고 볼 수 있는 것은 ‘미신(美新)’이다. ‘미신(美新)’에 대한 기

록은 『동아일보』 1959년 11월 20일자에서 처음 발견된다.

20일에 개점할 예정인 뉴욕 최초의 이 한국요리점은 320

명을 수용할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뉴욕 시내 유수의 외

국요리점이 될 것이다. 록펠러 센터 근처에 자리잡은 이

요리점은 전통적인 한식과 아울러 한미 절충요리도 만

들 것이다......(중략).... 고려대학 출신인 젊은 사업가인

동요리점 지배인 홍순식씨는 동요리점 개점을 위하여 7

만불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미 5년간의 집

세, 공기조절, 내부장식, 좌석 등을 위하여 4만3천불을

지불하였다고 한다.4)

이 기사는 19일자 뉴욕 동화(同和) 통신사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20일에 이 음식점이 개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

나『동아일보』1960년 1월 10일자에는 “지난 연말에 이곳

에서 데뷔할 예정이었던 한국 요리점은 요리사 문제로 개점

이 늦어졌다. 이곳 최초의 한국 요릿점을 열기위한 집세, 에

어 콘디숀 장치, 내부장치, 좌석, 한글로 된 네온싸인 등 모

든 준비는 6만불을 들여서 끝내었다.”고 하여 개점이 지연되

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미국 현지신문인『New York Times』5)를 통해 드

디어 ‘미신’의 개업이 확인 된다.『NYT』1960년 7월 11일

자 “Food News: Exotic Fare of Koreans”라는 제목의 기

사에 “최근에 창업한 미신(recently opened Mi Cin)”을 소개

하였다.

또한『조선일보』1961년 12월 30일자에 “뉴욕의 홍순식

씨”라는 제목으로 “만하탄의 한복판에 있는 이 한국식당의

주인은 금년 38세가 되었다는 홍순식씨이다. 홍씨가 이 식당

을 처음 연 것은 재작년 3월1일 즉 3.1절 40주년이 되는 날

이었다.”라는 기사가 났다. “식당 이름을 미신(美新)이라고

지은 이유는 미국에서 새로 생긴 집이라는 뜻”6)이라고 하였

다. 그런데 이 1961년의 이 기사에서 개점을 “재작년 3월 1

일”이라고 한 것에 의하면 1959년 3월 1일이 되지만, 앞의

기사들을 참고하면 “재작년”은 “작년”의 오류로 여겨지며 따

라서 개점은 1960년 3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된다.

1960년대 한국계 업체들은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

통이 편리하고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했던 브로드웨

이 32가 지역에 사무실과 창고를 마련해서 사업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초창기 이곳 브로드웨이 도매상가에 자리잡은 한

국인들이 경영하는 업체의 거의 대부분은 ‘가발’과 관련된

도매상들로서 그들은 스트릿 선상에 가게를 개설하지 않고

사무실만 내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New York society

of Korean Businessmen, Inc. 1987). 이 시기부터 미국시장

에 한국계 상사나 교포업체들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맨해튼

에 한국 음식점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미신이 언제까지 영업을 하고 폐업했는지에 대

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NYT』 1963년 12월 4일자에

미신의 광고가 실렸는데 “Korean Restaurant Mi Cin

Dinner from $2.50. Open every day. 130 W. 45th St.

Luncheon from 95c.”라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1963

년 말까지는 영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미신’에 이어 맨해튼에 두 번째로 선보인 한국 음식점 ‘아

리랑’의 개점 시기와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신문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하면 창업주 차준구

사장이 미국으로 간 것은 1963년 6월7)이다. 그리고 아리랑

개점과 관련된『조선일보』 1963년 10월 30일자 “뉴욕에

소개될 한국요리”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오는 11월초 뉴욕

에서 개관을 보게 될 한국관 아리랑 하우스”라고 하며 “이

아리랑 하우스는 국제호텔 주인 차준구씨가 마련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3)『경향신문』 (1958.4.3) “미국 뉴욕시에 설치된 한국관이 지난 26일 이 대통령 탄신일을 기려서 정식개관 되었다”라고 보도되었다.
4)『동아일보』 (1959.11.20) “뉴욕에도 한국요리점 데뷔-전통적인 우리한식을 소개”
5) 이후 『NYT』로 통일하였다.
6) 앞서 언급한 1985년 11월 2일자『동아일보』기사에서는 ‘미신’을 한자로 ‘美信’이라고 했으나, 이 내용으로 보아 ‘美新’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7)『중앙일보』 (1965.10.29) “불고기 외교로 대성공”

<Figure 1> The article about ‘Mi Cin’ (『NYT』 July 11,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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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NYT』 1963년 12월 27일 기사에 “Arirang House,

30West 56th St, LT 1-9698. A handsome, recently

opened restaurant with Korean cuisine.”라고 하였다. 앞서

보도한 1963년『조선일보』에서 11월 개관 예정이라고 하

였고,『NYT』에서도 1963년 12월에 최근에 오픈한 한국 음

식점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1963년 11월경에 창업했다고 추

정되며 ‘미신’에 이은 두 번째 한국 음식점으로 볼 수 있다.

‘아리랑’의 개업당시 주소는 30W 56st이었지만 후에 28W

56st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리랑’의 정 사장은 그 이유

가 높은 렌트비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처음 오픈 했던 곳은 30W 56st 인데, 어마어마한 렌트

비가 감당이 안돼서 나중에 28W 56st 로 이전하셨어요.

처음엔 고생 많이 하셨지요. 시어머님이 울기도 많이 우

셨고.... 한국 음식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돈좀 있으면

일본 음식, 없으면 중국음식 먹고.... 코리안 음식이란건

선전이 안 돼 있으니까...

아리랑의 이사 시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1977년

2월에 발행된 잡지『Gourmet』8)에는 “아리랑이 7년 동안 영

업을 하다가 옆 건물로 이사를 와서 6년이 되었다”는 내용

이 있다. 따라서 이사한 시점은 1970년에서 1971년 사이로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1971~1972년 ‘뉴욕지구 한국인 주소

록’9)에 실린 아리랑 광고에 주소가 28W 56st로 되어있어 그

전에 이미 이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리랑은 23년간 영업을

했고, 경영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1986년 말에 폐점하였다.

세 번째 창업한 ‘삼복’의 경우는 창업 계기가 ‘뉴욕 만국

박람회 참가’라고 알려져 있다. 뉴욕 만국박람회는 1964년과

1965년 2년에 걸쳐 4월부터 10월까지 플러싱 메도우즈 코로

나 파크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36개국이 참가한 이 박람회는

한국정부 수립 후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대규모로 참가한

국제행사였으며, 364명의 박람회 참가자중 2백 명이 넘는 집

단이민이 이루어졌다.10)

뉴욕박람회의 “한국관 총면적은 2만 3천 7백 스퀘어 피트,

본관에는 산업전시장과 문화전시장, 직매장이 설치됐고 투입

된 직원은 132명, 별관은 식당으로 한국회관과 금강산이 들

어섰다. 인원은 232명. 여기서 갈비, 불고기, 잡채, 냉면, 찌

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소개되어 미국언론과 외국

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방문단은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했으나 대부분이 입국 전부터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

었다. 이들은 첫해 여름은 박람회장에서 근무했지만 박람회

장이 폐쇄된 겨울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나섰다. 일행 중

서울 소공동에서 한국회관을 경영했던 김하식, 송기화 부부

는 1964년 직원 30여명을 데리고 맨하탄 127 W. 43 St.에

삼복식당을 개업했다(Cho 2011).

삼복의 주소는 ‘127 West 43d Street, CI 7-9034.’이며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미주중앙일보』

에 쓴 글에 “67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여자농구 선수

권대회에서 한국여자대표팀은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고 은메

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당시 유엔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나는

이들 일행이 귀국길에 뉴욕에 들렀을때 삼복정이란 한국음

식점에서 한식을 대접할 기회가 있었다.”11)라고 ‘삼복’을 언

급하였다.

‘삼복’ 역시 폐점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우촌’의 유

연숙 사장은 “내가 77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때 삼복식

당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아마 80년도 초

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네 번째 음식점으로 볼 수 있는 ‘뉴코리아’의 개점시기는

1967년경이다. 뉴욕시립대 퀸즈컬리지 ‘재외한인사회연구소’

김인자 부소장에 따르면 ‘뉴코리아’의 홍 사장12)은 ‘아리랑’

주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뉴코리아’는 200석 규모로 결

<Figure 2> The advertisement of ‘Arirang’ (『NYT』 Feb 5, 1964) 

8) 정선아리랑 연구소 진용선 소장 자료 제공
9) 뉴욕 KNN 조종무 본부장 자료 제공
10)『미주 한국일보』 (2009.9.14) 뉴욕한인 125년(45) 뉴욕월드페어에 한국관 설치
11)『미주 중앙일보』 (2003.8.9)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96 한국의 여성 스포츠
12) 성만 밝혀져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13) 뉴욕시립대 퀸즈 컬리지 ‘재외한인사회연구소’ 김인자 부소장 제공

 <Figure 3> The picture of ‘New Korea’ in 19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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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식 피로연, 회갑잔치 등이 자주 열렸다. 그리고 주방에 5~6

명, 홀에 10여명의 종업원이 일한 규모가 큰 음식점이었는데

맨해튼에서 1980년 무렵까지 영업을 하다가 플러싱으로 이

전을 하였다. <Figure 3>인 1970년 무렵의 뉴코리아 내부

사진을 보면, 창문을 한옥의 창살 문양으로 꾸미는 등 한국

식 인테리어를 한 점이 돋보인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1960년대에 창업한 한국 음식점은

‘미신’, ‘아리랑’, ‘삼복’, ‘뉴코리아’ 네 곳으로 추정된다.14) 이

중 ‘미신’은 1970년 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보이며, ‘아리랑’

과 ‘삼복’, ‘뉴코리아’는 80년대까지 지속적인 영업을 하였다.

2) 1960년대 맨해튼 한국 음식점의 메뉴와 현지의 평가

맨해튼 최초의 한국 음식점 ‘미신’의 음식은『NYT』1960

년 7월 11일자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기사에서 “많은 유

사성 때문에 한국 조리는 일본과 비교되는 것을 피할 수 없

는데, 미신의 메뉴에는 ‘전골’은 ‘original sukiyaki’, ‘불고기

’는 ‘Korean version of teriyaki’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에피타이저로 쇠고기, 피망, 호박, 파를 꽂이에 꿴 음

식이 있고, 맑은 국과 만둣국 등이 있었다. 또한 ‘잡채’는

“extraordinary dish”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반죽을 입혀

튀긴 새우와 해조류가 간장, 레몬소스와 함께 나온다고 하였

다. 이 기사에서 ‘미신’의 음식은 “생강과 간장, 마늘과 파로

양념했으며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가 받았다. 서비스에 대

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며, 실내장식에 대해서 테이블은

흰 테이블보가 씌워졌으며 음식은 대나무 매트에 서빙되고

각양각색의 종이 등이 장식되는 등 “simple and in good

taste”라고 평하였다. 이렇듯 음식, 실내장식, 서비스 등에 전

반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한 가지 지적 사항은

메뉴에 쓰인 정확하지 않은 영어 설명이다. 메뉴의 설명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특히 ‘김치’와 ‘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1961년 12월 30일자『조선일보』에서는 ‘미신’에

대해서 “이 집에서 파는 음식은 떡국, 비빔밥에서 시작하여

새우튀김, 불고기, 갈비정식, 두부찌개도 있고 과히 맵지는

않지만 김치도 있고 김도 청하면 나온다. 값을 1불 25센트

정도에서 3,4불까지, 또 주문에 따라서는 신선로, 전골도 된

다.”라고 하였다. 그리고『NYT』 1962년 2월 27일자

‘Restaurant Guide’에는 “Korean 130 W. 45th St. LO 5-

6639 Real Tasty Korean Food BULKOKI-KIMCHI-

SHUL”이라고 적혀있다. 음식점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지만,

『NYT』 1962년 3월 13일자에 “Korean-Mi Cin 130 W.

45th St. LO 5-6639 Real Tasty Korean Food”라고 같은

주소가 적혀 있어서 앞선 2월 27일자 광고도 ‘미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불고기, 김치, 술을 판매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리랑’의 음식은 “한국관 아리랑 하우스에서 음식솜씨를

자랑하게 될 요리사 가운데엔 심심하고 시원한 이북식 김치

를 주로 맡아서 담그게 될 김정희(39) 여사와 빈자떡과 전야

등을 소개할 이희선(31)여사”15)라는 내용에서 짐작 할 수 있

다. 이북식 김치와 더불어 빈자떡, 전 등을 맡을 전문 조리

사를 한국에서부터 데리고 왔다는 것인데, ‘아리랑’ 음식이

일부 이북식이었던 이유를 정 사장은 “시어머니이신 아리랑

의 안주인 김금자 여사가 평안도 출신인 까닭”이라고 설명

했다. 또한 개업 전후의 초기 상황에 대해서 정사장은 다음

과 같이 언급했다.

남들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음식을 알지도 못하는데 가

망 없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한국음식, 없으니까 한

번 해보자” 하셨대요. 해보기 전에는 한국에 안들어 가

시겠다고 그랬대요. 아예 미국인 대상으로 시작하셨어요.

미국에선 미국사람 돈을 벌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국사람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때.

『NYT』1963년 12월 27일자의 레스토랑 평가16)에서 ‘아

리랑’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의미하는(more than routine

interest) 별 한 개를 받았다. 기사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들

이 대중들에게 낯설지만, 불고기 등은 맛있게 여겨질 것이

다. 한복을 입은 젊은 아가씨들이 서빙을 하는데 갔을 당시

에는 서비스가 다소 느렸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NYT』

1964년 6월 6일 기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메뉴로 ‘아

리랑’의 불고기를 추천하였다.

또한『NYT』 1967년 1월 26일 기사에는 재미 한국 언론

인 Peter Hyun과 그의 미국인 부인인 Judy Hyun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들은 ‘아리랑’에 여러 번 갔고 마침내

당시 조리장이었던 박명규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Peter

Hyun의 주방에서 같이 레시피를 정리하였다. Judy Hyun은

“처음 만났을 때 박명규 쉐프는 계량 컵이나 스푼을 본적도

없다고 했지만 곧 놀랄만큼 잘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사에서는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리서 중에서 ‘꼬리국’,

‘새우전’, ‘불고기’, ‘물김치’의 레시피를 소개했다. 이렇듯

‘아리랑’은 현지에서 Judy Hyun의『The Korean Cookbook』

이라는 한국 음식 조리서가 발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삼복’의 메뉴에 대해서는 1967년 9월 22일『NYT』 기사

를 참조 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신선로’의 재료와 조리

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아마 가장 유명한 한국음식”17)이

14) 1968년에 뉴욕에서 발행된 경기고등학교 인명록을 보면 ‘진미’라는 음식점 광고가 나오는데, ‘미신’의 주소와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별개의 음식점이라기보
다는 ‘미신’이 근처로 이사를 가서 이름을 바꾸어 영업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 외의 기록을 찾을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15)『조선일보』 (1963. 10. 30) “뉴욕에 소개될 한국요리”
16) 당시 NYT 평가는 별 없음부터 별 세 개의 기준이다.
17)『NYT』 (1967.9.22) “sinsulo, perhaps the most famous of Korea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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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당시에는 신선로가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인식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김치, 국 등을 소개하였

고 또한 삼복에서 일본음식과 중국음식도 함께 취급한다고

하였다. ‘삼복’은 이 기사의 레스토랑 평가에서 별 두 개를

받았다. “음식은 특이하며 훌륭하지만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지는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음식이 양념이 강하고 마늘

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마음을 끌지는 못하지만 흥미

로운 한국 음식점(unprepossessing but interesting Korean

restaurant)”이라는 표현에서 당시 현지인들에게 한국 음식이

낯설게 느껴졌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소를

띤 친절한 한국 아가씨들이 서빙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 1960년대 창업한 한국 음식점의 메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메뉴를 취급했으며 불고기, 김치, 각종 전, 잡

채, 신선로 등 한국의 대표적 음식들을 기본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 고객이 많지 않은 시대

적 상황에서 미국 현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

력을 찾아볼 수 있다. 김치의 경우를 보면 미신은 “과히 맵

지 않은” 김치를 제공했으며, 아리랑에서는 이북식 물김치를

선보이는 등 매운 맛을 조절했다. 또한 레몬 소스 등을 이용

했다는 점, 일본 음식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는 점 등을 살

펴볼 수 있다. 그리고 ‘삼복’에서는 중국, 일본 등 동양 음

식을 함께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직 한국음식이 낯설게 받아들여지던 1960년대 중

반 시기에,『NYT』 1966월 8월 28일에 실린 ‘Bergdorf

Goodman’18)이라는 의류점 광고에 나타나는 한국 음식점은

매우 특이하게 생각된다. 광고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And he said, “A Korean restaurant?”

And Bigi said, “It's MY birthday.”

So he took her to a Korean restaurant to celebrate

her birthday.

And Bigi wore a birthday-girl coat. (중략)

It was such a marvelous evening all around that he

promised to take her there again next year.

이 의류점 광고에서는 ‘Bigi’라는 여성이 “birthday-girl

coat”를 입고 한국 음식점에서 생일파티를 한 것으로 설정되

었는데,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내년에 그곳에 다시 가기로

약속했다”고 하였다. 이 광고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당시 한국

음식점이 젊은이들이 생일파티를 하는 명소로 인식되지 않았

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광고가 실린 1966년 당시에 맨해튼 지역에 있었던 한국 음식

점은 ‘미신’, ‘아리랑’, ‘삼복’, ‘뉴코리아’ 네 곳 뿐이다. 그 숫

자는 매우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관심을 받

는 음식점이 그 중 있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2. 1970년대 맨해튼의 한국 음식점

1) 개업 배경과 영업시기

1965년 미 이민법 개정 후 뉴욕 한인사회의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1970년대에는 한국 기업의 본격적

인 미국시장 진출로 인한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많은 한국

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72년 뉴욕 스케치 기사에는

“뉴욕에 십여군데나 되는 한국 음식점은 낮이면 대개 낯선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자리를 기다렸다. 한국 음악을 들으며

독특한 한식을 즐긴다.”19)라고 하였다. 또한 1975년 기사에

도 “한국인이 3만명 산다는 뉴욕 일대에는 식료품점만 50개,

음식점은 15개나 있다.”20)라고 하여 당시 점점 늘어나는 한

국 음식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각종 문헌자료와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에 의해서 거론된

1970년대 창업한 맨해튼 한국 음식점들을 종합해서 창업 시

기별로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21)

초반 (1970년-1973년)에는 ‘한국회관’, ‘우리 하우스’, ‘호

심’, ‘서울 하우스’, ‘한국 팰리스’, ‘인천집’, ‘우동 하우스’

등이 창업했다. 그중 ‘서울 하우스’는『NYT』 1972년 9월

1일 기사에 “new restaurant”라고 소개된 것으로 보아 1970

년대 초에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 팰리스’ 역시

『NYT』 1973년 2월 9일 기사에 나타난다.

중반 (1974년-1976년)에는 ‘명동식당’, ‘갈비하우스’, ‘복

전’, ‘Oak’s place’등이 창업했다. ‘명동식당’의 경우 창업주

심재길 회장에 따르면, 1974년에 창업하여 1984년까지 10년

간 영업했다. 이미 미국 오기 전부터 심 회장은 조리사 자격

증을 가지고 있었고,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연수를

18) 1899년에 창업된 ‘Bergdorf Goodman’은 뉴욕 맨해튼 5th Ave 58st에 현존하는 고급의류 전문점이다. (www.bergdorfgoodman.com)
19)『경향신문』 (1972.5.11) “밖에서 본 한국(11) 미국 속에 파고드는 한국인”
20)『경향신문』 (1975.9.2) “구직난-재미교포의 어두운 그림자”

<Figure 4> The advertisement of ‘Bergdorf Goodman’ (『NYT』Aug
28,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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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 준비된 상황에서 ‘명동식당’을 창업하였다. 한편 김

유봉 사장에 증언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에 오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전’이라는 음식점의 자리를 ‘뉴욕곰탕 하우스’

의 전신인 ‘곰탕집’이 1979년에 인수해서 들어갔다고 하였다.

후반 (1977년-1979년)에는 ‘삼오정’, ‘우래옥’22), ‘뉴욕곰탕

하우스’, ‘한일관’, ‘서울하우스’, ‘새집’등이 창업했다.

2) 1970년대 맨해튼 한국 음식점의 메뉴

1960년대 한국 음식점들이 전통적 한식을 바탕으로 현지

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1970년대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향으로 메뉴 구성을 코스화하고 ‘런치 스페셜’

메뉴를 개발한 음식점들이 등장했다. ‘뉴코리아’, ‘아리랑’,

‘명동식당’ 등에서는 한국 음식을 서양 음식문화에 맞게 전

채, 메인, 후식으로 코스화 하고 ‘런치 스페셜’ 메뉴를 개발

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1970년 여름에 ‘뉴코리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뉴욕시립

대 퀸즈컬리지 ‘재외한인사회연구소’ 김인자 부소장의 증언

은 다음과 같다.

(‘뉴코리아’ 위치가) 맨해튼 중심가였기 때문에 미국 분

들이 많이 왔고, 런치 스페셜이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인

기가 많았어요. 큰 접시에 볶음밥이나 흰밥, 잡채 조금,

미소 스프, 그리고 불고기, 갈비, 치킨 중에서 선택하는

식으로 했어요. 반찬 몇 가지도 기본으로 나왔고..... 불

고기를 양도 많이 줬는데, 맛있고 3불 99인가 가격도 좋

으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 분들은 육개장이나 이런

한국음식 많이 드셨고.....

‘아리랑’의 1970년대 메뉴에 대해서 1972년 결혼 이후에

1986년까지 직접 경영에 참여했던 정 사장은 다음과 같이 이

야기했다.

한국 분들은 식사로 비빔밥, 곰탕, 육개장, 김치찌개, 된

장찌개 많이 시키셨고.... 미국 분들 대상으로는 풀코스

를 했어요. 점심 스페셜은 처음엔 스프가 나가는데 크림

오브 머슈롬이나, 야채 둘 중에 하나 택해요. 그리고 이

만한 접시에 잡채 조금하고 프라이 라이스하고 그리고

불고기, 갈비구이, 닭찜, 생선전 중에 선택해요. 후식은

아이스크림.... 그게 무지하게 많이 나갔어요. 그때 당시

4불 75전인가 했어요.

디너 풀코스는 처음에 에피타이저 나가요. 오시는 분들

술 한잔씩 하시니까 주로 안주로 잡수시는데, 아홉 가지

야채하고 고기 얇게 채친 것 볶아서 구절판으로 나가요.

그리고 미트 볼 튀긴 것 하나, 호박에다 고기 붙인 전

하나 , 만두 하나, 이렇게 네 가지가 겨자소스랑 나가요.

두 번째로는 만두 스프가 나가요. 만두 두 알 있는 거.....

매운 거 좋아하시면 육개장 스프를 추천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대구전, 가이바시라 전, 새우전 하나씩 레몬하고

파슬리 곁들여서 나가요. 네 번째는 나물 세 가지. 시금

치, 무나물 같은거... 무나물은 무를 채 썰어서 미소에 다

랑어 가루 넣어서 막 끓으면 조리에 넣었다 빼요. 그러

면 무가 베이지색이 나와요. 부드러워지고 트림도 안나

오고... 그리고 김치 중에서 원하는 김치를 택하고.... 그

리고 메인디시는 도미구이, 도미찜, 갈비구이, 닭찜, 닭

구이... 이런 것 중에서 선택하라. 그리고 후식은 멜론이

랑 아이스크림하고... 그렇게해서 12불 95전이었어요.”

이렇듯 다채로운 코스 메뉴 덕분에 화가 밥 라시안 버그,

영화감독 버즌 하프만, 배우 앤소니 퀸 등 유명 인사들이 단

골고객이었고, 전체 고객의 90%가 외국 사람이었다고 정 사

장은 회고했다.

‘아리랑’은『NYT』1974년 6월 14일자에서 ‘excellent’를

의미하는 별 세 개의 평가를 받았다. 기사를 쓴 John Canaday

기자는 먹었던 ‘불고기’, ‘삼합초’, ‘구절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일행과 함께 별을

두 개 줄지, 세 개 줄지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결과, “한복을

입은 웨이트리스들이 마치 열 두 천사에 이은 열 세 번째의

아름다운 천사 같았기 때문에, 격조 높은 음식점에 속한다”

고 하여 별 세 개를 주었다고 하였다. 격찬을 받았던 종업원

의 한복에 대해서 정 사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원래 그 전부터 웨이트레스들이 한복을 입긴 했지만, 제

가 (경영)하면서부터 깔깔이 쉬폰으로 다 바꾸었어요. 깔

깔이 쉬폰 옷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옛날에도 한 벌

당 100불이 넘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갔죠. 그

옷은 일반 한복집이 아니라 무용복 파는데서 하는 거예요.

1974년에 별 세 개의 평가를 받은 한국 음식점이 있었다

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1970년대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NYT』에서

한국 음식점이 받은 최고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23) 종업원

의 복장이 레스토랑의 격을 상승시켰다는 것은 음식뿐 아니

라 실내장식, 서비스 등 여러가지 면이 종합적으로 레스토랑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사장에 의하면 아리랑의 규모는 190석 정도였고 (1층

65명, 2층 75명, 프라이빗 룸 50명) “프라이빗 룸은 아쟁이

21) 각 기간 내의 창업순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22)『NYT』 (1980.5.30)에 의하면 맨하튼 우래옥은 1978년에 개업했는데 199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 소호로 이주해서 다시 오픈하였다.
그 후 한식 세계화의 선두주자로 주목을 받았으나, 급상승된 렌트비로 인해 2011년 5월 29일 폐업하였다. 
23) 현재까지『NYT』에서 별 두 개(Very Good)를 받은 음식점은 ‘초당골’, ‘강서’, ‘우래옥’, ‘한가위’, ‘미레지’, ‘우촌’, ‘서울’, ‘동원’, ‘우전’, ‘신궁전’, ‘금호
정’으로 조사되었다.(Lee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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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문고 같은 한국의 악기, 2층은 다리미, 담뱃대, 화로,

키, 가정집에서 쓰는 물건, 한쪽 벽은 한국 탈을 갖다 놨어

요. 아래층은 한국그림 위주로 장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쫙

벽만 봐도 박물관 같다고 했어요.”라고 했다. 기본 테이블 세

팅은 “왼쪽에 젓가락, 포크, 오른쪽에 나이프, 빅스푼, 티스

푼으로 셋업만 다섯 개”로 동서양이 혼합되었다. 젓가락은

대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했고 젓가락 집은 “태산이 높다하

되”라는 구절을 은색으로 찍고 태극마크가 들어가서 아름다

웠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갔다고 하였다.

이렇듯 메뉴를 현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현지화하고, 실내

디자인에 한국적 정서를 담으려는 노력으로『NYT』1976년

8월 6일자의 “excellent restaurants” 명단 중에도 ‘아리랑’이

소개 되었다.

‘명동식당’ 역시 런치 스페셜 메뉴를 개발했는데 이에 대

해 심재길 회장은 <Figure 5>인 당시 메뉴 사진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때 당시 메뉴를 퓨전식으로 했는데, 볶음밥, 숲, 샐러

드를 곁들이고 주메뉴로는 산적, 닭찜, 갈비, 생선전, 불

고기 등 일곱, 여덟가지를 가지고 런치스페셜을 했어요.

런치 셋트의 수프는 베지터불이랑 치킨 본으로 만든 클

리어 수프에 우리나라 만두를 하나씩 넣어줬지요. 영어

를 듣기 쉽게 넘버를 매기고 명동의 M을 붙여서 M-1,

M-2, M-3 하는 식으로 셋트 메뉴를 시킬 수 있도록 했

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런치타임만 몇백 명 들어와요. 런

치로 미국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을 때는 270명 정

도.... 런치에는 한국사람 별로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녁에 많이 왔죠.

두 번째 경향은 쇠고기 중심의 바비큐 메뉴에 중점을 둔

음식점들이 등장이다.

‘한국 펠리스’의 음식에 대해서 “한국음식은 쇠고기에 중

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에게 잘 맞는다”26)고 하였고

불고기, 갈비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 <Figure 7>는 1973년에

『NYT』에 실린 ‘한국 팰리스’의 광고로 한복을 입은 여인

이 고기를 굽는 그림으로 보아 바비큐를 중심으로 하는 메

뉴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 하우스’를 소개하는 기사에서도 “미국인들이 좋아하

는 쇠고기 중심의 메뉴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음식”

이라고 하였고 그 밖에도 새우, 다진 고기, 호박 등으로 만

든 전채음식, 익히지 않은 쇠고기 등심에 양파, 오이 등을 넣

은 ‘steak tartare’, 김치 등을 소개하였다. ‘서울 하우스’는

『NYT』1972년 9월 1일자 기사에서 “★★▲▲” 등급을 받

았다.27) 또한 ‘갈비하우스’ 역시 상호명에서부터 갈비를 중

점적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경향은 늘어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형

태의 음식점의 증가이다. 낮에는 미국 현지인 고객을 대상으

로 하고 저녁과 밤시간에는 늘어나는 한국인들의 사랑방 역

24) ‘명동식당’ 심재길 회장 사진제공
25) ‘명동식당’ 심재길 회장 사진제공
26)『NYT』 (1973.2.9) “Beef dishes make Korean cooking ideal for American”
27) ★은 음식에 관한 평가이며 없음부터 4개까지, ▲은 분위기, 서비스, 실내장식에 대한 평가이며 없음부터 4개까지 평가기준을 갖는다. 

<Figure 5> The pictures of Lunch Special of ‘Myong Dong’ in 1970’s 24) 

<Figure 6> The picture of ‘Myong Dong’25)
<Figure 7> The advertisement of ‘Hahn Kook Palace’ (『NYT』Feb

14,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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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했으며 술집이나 댄스홀로 경영하기도 하였다. 도미 초

기에 ‘호심’에서 일했던 ‘뉴욕곰탕’의 김유봉 사장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호심’은 한국인들, 영사관 직원들 상대로 했지요. 식당

영업은 밤 열시 반까지 하고, 열시 반부터 3시까지는 댄

스홀로 썼어요....(중략) 종업원들은 주방 6-7명, 홀에는

28)『대뉴욕 한인 100년사』에는 62년으로 기록
29) ‘아리랑’ 정 사장에 의하면 72년부터 86년 폐점까지 심재철 주방장 근무하였다.
30)『대뉴욕 한인 100년사』에는 72년으로 기록
31)『대뉴욕 한인 100년사』에는 ‘박정숙’이라고 되어있지만 구술 증언에 따르면 박정숙 사장은 ‘호심’을 경영했고 ‘뉴코리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32)『대뉴욕 한인 100년사』에는 7th Ave 56st라고 되어있지만 1971-1972년 ‘뉴욕지구 한인주소록’에 실린 ‘우리하우스’광고의 주소를 따른다.
33)『대뉴욕 한인 100년사』에는 ‘쥬리 홍’이라고 되어있지만, 여러 사람의 구술 증언에 따르면 ‘주디 고’라고 한다. 
34)『대뉴욕 한인 100년사』에는 72년으로 되어있지만 구술 증언은 74,75년경이라고 한다.
35)『NYT』 72년 9월 1일 기사를 근거로 한다.
36)『NYT』 72년 11월 8일 광고를 근거로 한다.
37) ‘인천집’ 이희호 사장의 부인은 조종남씨로 가수 조용필씨의 누나이다(『미주중앙일보』 2007.4.19).
38)『대뉴욕 한인 100년사』에는 27st으로 기록되었으나 구술 증언에 의하면 29st로 추정된다. 
39)『NYT』 77년 2월 4일 기사를 근거로 한다.

<Table 2> Korean restaurants of Manhattan, NY in 1960’s~1970’s

상호 주소 개점 폐점 경영주 주방장 주메뉴 좌석수

미신 130W 45th 60년 3월 1일 홍순식

아리랑
30W 56st→

28W 56st
63년11월 경28) 86년 말

차준구

→차정훈

박명규,

심재철29)

불고기, 삼합초

구절판, 런치스페셜
190

삼복 127W 43st
65년 10월

이전30) 80년대 초

김하식, 송기화

→박명규

(전 ‘아리랑’ 주방장)

신선로, 김치

일식, 중식
250

뉴코리아 9E 40st 67년경 80년 홍**31)
육개장, 불고기

갈비, 런치스페셜
200

우리 하우스 302W 51st32) 72년 주디 고33) 육회, 불고기, 제육구이,

해삼탕, 탕수육, 라조기

호심 120W 44st 74, 75년34)  79,80년경 박정숙 노득수
산적, 갈비탕, 찌개류

불고기, 냉면
100

서울 하우스 9 W 32st
72년 9월 1일

이전35) 84,85년경
조정호

→이창환
이원우

 한국 팰리스 15E 48th
72년 11월 8일 

이전36) 80년대 초 매니저 이근영 불고기, 갈비, 잡채 250

인천집

5번가와

브로드웨이

사이 30st

73년 82,83년경 이희호37) 김치, 순대, 사시미, 갈비

명동 식당

5번가와

브로드웨이

사이 35st

74년 84년 심재길
런치스페셜, 냉면, 산적

닭찜, 생선전
300

우동 하우스 29st38) 73년 80년대 말 주동진

갈비하우스 31st 74년
77년 2월4일

이후39) 최두철

옥스 플레이스
6th-7th

42st
70년대 중반 옥창호

복전 27st 75년경 79년 원불교 운영

삼오정 6A 30st 77년

우래옥 77W 46st 78년

뉴욕

곰탕하우스

27가 ‘곰탕집’

→32가
79년 4월5일

32가 현존 最古

한국음식점
김유봉 임병식 곰탕, 갈비, 불고기 180 

한일관 6A 27가 79년 83년경

새집 36가 79년 85-90년경 이원우 주로 일식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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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레스가 4-5명, 바텐더 1명, 지배인 1명... 당시 직

원들은 거의 유학생들이고 인물들도 좋았어요. 나는 주

급 90불로 ‘호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중략) 메뉴는

산적, 갈비탕, 찌개류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갈비먹고 꼭

냉면을 먹어야하니까 냉면도 했습니다. 그때 냉면기계는

지금 같은 게 아니고 손잡이를 땡겨야 합니다. 한번은

삼,사십명 파티가 들어왔는데... 바쁠까봐 냉면 반죽을 미

리 해놨어. 그런데 반죽을 냉장고에 넣었더니 겉이 굳었

어. 그 당시 내가 몸도 연약하고 그래서 (손잡이에) 대롱

대롱 매달렸었네... (웃음) 다들 바쁘니 누가 도와줘. 여

느 때 같으면 쭉 잡아당기면 나오는데.... 그 기억이 나요.

명동식당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심재길 회장의 회고담에

서 한국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저희 식당이 일식 요리도 다양하니까 친구들하고 술 한

잔하고... 그때만해도 외로운 이민생활에 갈 데가 없었으

니까 고향 생각하면서 가수들도 와서 노래도 부르고 재

미가 있었으니까 많이들 오셨죠. 점점 한국 사람들도 많

이 불어나고 77년부터는 지상사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저녁이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꽉 차서... 한

10년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편 ‘우래옥’은 구절판, 생선전, 불고기, 닭구이, 소혀 구

이, 궁중전골, 신선로, 정식, 비빔냉면, 만둣국, 잡채, 김치, 깍

두기, 오이김치, 매운탕, 튀김 등의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했

다.『NYT』 1982년 9월 19일자 기사에서는 ‘우래옥’에 대

해 “공간이 넓고 매력적인 현대적 음식점으로, 서비스는 공

손하고 빠르지만 직원들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 음식 설명

은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하였다. 파티 음식으로는 ‘구절판

(koo jul pan)’을 추천하였고 ‘매운탕(mae-woon tang)’을

‘extraordinary dish’라고하였으며 총평으로 ‘very good’ 의미

의 별 두 개를 주었다.

3. 1960~1970년대 맨해튼 한국 음식점의 변화와 발전

이상 조사된 1960~1970년대 맨해튼 한국 음식점의 주소,

개점과 폐점 시기, 경영주, 주메뉴, 규모 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조사된 한국 음식점의 주소를 맨해튼 지도에 표시하면 다

음 <Figure 8a>과 같으며 확대한 지도는 <Figure 8b>이다.

지도상의 표기는 A: 미신, B: 아리랑, C:삼복, D: 뉴코리아,

E: 우리 하우스, F: 호심, G: 서울 하우스, H: 한국 팰리스,

I: 인천집, J: 명동식당, K :우래옥, L: 뉴욕곰탕이다.

<Figure 8a>에서 볼 수 있듯이 1960-1970년대 한국 음식

점은 주로 센트럴 파크 아랫부분인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하

였다.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매우 번화한

상권이었으며 현지인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

다. 그리고 현재 32번가 코리아타운에 몰려있는 것과 대조적

으로 <Figure 8b>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한국 음식

점이 더 넓게 분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60~1970년대 창업한 맨해튼의 한국 음식점 중에

『NYT』에 소개된 곳은 7곳이다. 이중 ‘아리랑’은 별 세 개

(excellent), excellent, 별 한 개(good)의 평가를 받았으며 ‘삼

복’, ‘서울 하우스’, ‘한국 팰리스’, ‘우래옥’이 별 두 개(very

good), ‘인천집’은 별 한 개(good)를 받았다. ‘미신’의 경우는

기사에서 레스토랑 평가를 하지 않았다. 1960~1970년대

『NYT』에 소개된 맨해튼의 한국 음식점 메뉴와 평가를 정

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2> 의 음식점 중 맨해튼에 현존하는 곳은 ‘뉴욕곰

탕 하우스’ 한 곳 뿐이다. 이렇게 초기 음식점들이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거의 대다수가 폐업, 혹은 이전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추정하는 바로

는 경험 미숙과 더불어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인 김동성씨가『동아일보』1960년 9월 15일자에 뉴

욕 견문기를 쓴 내용을 보면 “뉴욕에는 세계 각국 음식점이

모두 있다. 단지 우리 한국 음식점이 없었다가 이번에 타임

스퀘어 부근에 한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두어번 갔다. 그

런데 경영방침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만큼하는 것도 고

마운 일이나 제일가는 숙수를 택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요,

우리음식에서도 서양사람들이 즐기는 불고기, 갈빗국만을 전

문으로 하는 편이 좋지 아니한가, 또는 한국에 와서 김치를

먹어본 미군들은 뉴욕 오는 때 반드시 찾아오도록 선전이 필

요하다. 지금 좌처는 가장 적당한 곳을 잡은 줄 안다.”라고

하였다. 음식점의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당시

‘타임 스퀘어’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1960년 9월 이전에 개업

한 곳은 ‘미신’밖에 없으므로 ‘미신’에 대한 평이었다고 보인

다. 이글로 미루어보아 최초의 한국 음식점이었던 미신은 경

험 미숙에 의한 경영난이 조기 폐업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짐

작 할 수 있다.

<Figure 8> The map of Korean restaurants of Manhattan in

1960’s~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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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의 경우는 앞서 밝힌 것처럼 1970년에서 1971년

사이에 임대료 부담으로 이전했고, 이후 경영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했다. ‘뉴코리아’도 맨해튼에서 1980년 무렵까

지 영업을 하다가 플러싱으로 이전을 한 원인이 임대료 부

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최근 2011년 5월에 ‘우래옥’ 역시 ‘우촌’, ‘코리아 팰리스’

와 더불어 폐업을 했다. 2011년 5월 12일자『미주중앙일

보』보도에 의하면, 최영숙 대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랜드로드가 임대료를 올렸다”며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했지

만 도저히 운영이 안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하여 역시

임대료 부담이 폐업의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각 음식점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

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을 뛰어넘는 가치창출을 하지 못한 것

이 폐업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세계 외식시장의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에 최초로 개업한 한국 음식점은 ‘미신(美新)’이다. 홍

순식 사장이 1960년 3월 1일 맨해튼 번화가인 45번가에 문

을 연 ‘미신’은 적어도 1963년 말까지 존재했으며,『NYT』

에서 음식, 실내장식, 서비스에 있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평

가를 받았다. 두 번째 한국 음식점인 ‘아리랑’은 1963년 11

월경에 창업해서 1986년까지 영업을 했다.『NYT』1974년

6월 14일자 기사에서는 별 세 개(excellent)의 평가를 받아

한국 음식점 중에서 역대 이래 가장 높은 평가를 기록하였

다. 세 번째 ‘삼복’은 뉴욕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1965년 10

월 이전에 창업했으며 1980년대 초까지 존재했다. 네 번째

‘뉴코리아’는 1967년경 창업했으며 1980년 무렵까지 맨해튼

에서 영업을 했다. 1960년대 창업한 한국 음식점의 메뉴는

불고기, 김치, 각종 전, 잡채, 신선로 등 한국의 대표적 음식

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한국인 고객이 많지 않은 시대적 상

황에서 미국 현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1960년대 4개였던 한국 음식점은 1970년대에는 이민자들

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여 18개 이상이 되었다. 또

한 그 성격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런치 스페셜’ 메뉴 개발 음

식점, 바비큐 중점 음식점, 한국인 대상 영업의 음식점으로

분화되었다. 한국 음식을 서양의 음식문화에 접목시킨 ‘런치

스페셜’은 현지인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끌었고 우리의 불고

기, 갈비는 미국인들의 쇠고기 선호 경향과 맞물려 한국음식

의 대표메뉴로 자리 잡았다.

한식재단40)에 의하면 미국내 한국 음식점의 수는 1,628개

에 이르며 뉴욕 지역은 193개라고 한다. 또한 뉴욕 문화원41)

에 의하면 2006년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2백50여개의

한국인 운영 음식점이 있다. 이렇듯 1960년 맨해튼에 최초

의 한국식당이 생긴 이래 50여년 동안 한국 음식점은 양적

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앞

선 세대가 축적해온 한식 세계화의 경험과 노하우가 잘 전

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었으며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후퇴했

다고도 볼 수 있다. 몇 가지를 제언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음식점들이 과거에는 맨해튼 중심가에 고루 퍼

져 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대부분이 32번가 코리아 타운에

집중되어 있어 현지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코리

아 타운을 벗어나 소호에 위치해있던 ‘우래옥’이 지난 2011

년 5월 29일 폐업하면서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지역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

음식점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하여 현지인들이 쉽게 한

국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인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생소한 한국 음식

을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

<Table 3> 1960’s~1970’s Korean restaurants of Manhattan which were reported on 『NYT』

상호 보도날짜 소개메뉴 평가

미신(Mi Cin) 60. 7. 11 전골, 불고기, 만둣국 등 -

아리랑(Arirang)

74. 6. 14 불고기, 삼합초, 구절판, 순두부 ★★★

76. 8. 6 - excellent

80. 10. 3 육개장, 불고기, 고사리, 닭찜 등 ★

삼복(Sam Bok) 67. 9 .22 신선로, 구이류, 김치 등 ★★

서울 하우스(Seoul House) 72. 9. 1 mixed, deep-fried hors d'oeuvre, steak tartare, kimchee ★★▲▲

한국 팰리스(Hahn Kook Palace) 73. 2. 9 beef strips, raw beef marinated in sesame oil, short ribs ★★▲▲

인천집(Inchon House) 80. 10. 3 김치, 순대, 사시미, 육회비빔밥, 고추파전, 회덮밥, 갈비 등 ★

우래옥(Woo Lae Oak of Seoul) 82. 9. 19 구절판, 매운탕 ★★

40) http://www.hansik.org

41) http://www.koreancul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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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한식을 서양의 음식문화에 접목

시키려고 많은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서 한국인들이 늘어나자 타겟 고객이 한국인으로 바뀌었고,

현지화 노력에 소극적이 되는 전반적 경향을 갖게 되었다.

과거 한국 음식점에서 현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던 메

뉴나 ‘런치 스페셜’ 등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에 다

시 시도하고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대의 경험과 노하우

가 사장되지 않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과거의 한국 음식점들은 한복을 입은 종업원들이 서

빙을 하고, 인테리어를 한국식으로 하는 등 문화로서의 한국

음식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 코리아 타

운의 한국 음식점의 분위기에 대해서『NYT』는 “지나치게

밝은 음식점 안을 무뚝뚝한 직원들이 주문내용을 소리치면

서 빠르게”다닌다고 하고 “병원 응급실 스타일(emergency

room-style ambience)”42)이라고까지 비유하였다. 음식만을 먹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식문화적 체험을 원하는 현지인들에

게 호평을 받고 음식점의 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문

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식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레스토랑 평가에 있어서도 1974년에 ‘아리랑’이 별

세 개를 받은 이후 한국 음식점은 그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

하고 별 두 개에 머무르고 있다. 레스토랑 평가가 고객들에

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뉴욕지역의 특성상 음식, 인테리어,

서비스, 가격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준들을 함께

고려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1960년 ‘미신’에 대한 기사에서도 부정확한 메뉴

설명이 지적되었지만,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음식을 세계

화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음식명의 표준표기와 정

확한 메뉴의 설명이며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는 관련자료의 절대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불과 50년 전의 일이지만 뉴욕 현지에도 과거 한국 음식

점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미주 한인 역사

를 다룬 책들에서도 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었다. 자료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지

만 창업주는 이미 작고하신 경우가 많았고 자손들은 폐업 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식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에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들이 더욱 많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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