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el의 Global Dining Market

I guess most people have heard of the term hipster. Every country has them including Korea. For those who don’t know, a 
“hipster” in America refers to a sub-culture of white millennials(20’s&30’s) living in urban areas. They value independent thinking, 
progressive politics, creativity and art. They are often found in cities like New York and San Francisco. Very often they set food 
trends, which eventually reach out to the mainstream consumer in Middle America and end up on menus of national restaurant 
chains.   

Hipsters Have Food Ideals 
Histers are drawn to artisanal products, locally harvested produce and healthy eating. Recently I came across an interesting post 
on ‘The Huffington Post’ website which attempted to catalogue all the hot foods that hipsters like today. I believe many of these will 
likely show up in Seoul sometime in the future so it is worth reviewing them now. We will only highlight some of the top 22 foods here 
but you can study the whole list by going to the posting with the same title as this column. 

Hipsters Love Bottled Cold Brew Coffee
We all know that Korea is saturated with coffee shops, which more or less sell the same items. Hipsters favor bottled cold brew 
coffee. Cold brew or cold press refers to the process of steeping coffee grounds at room temperature or cold water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usually 12 hours or more. The resulting product has lower acidity and seems sweeter than conventional coffee 
while being incredibly tasty. Walk into any Trader Joe’s in Los Angeles and you can find their Cold Brew coffee brand prominently 
displayed.

The 22 Most Hipster Foods On The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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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Trucks and Pickles that are Loved by Hipsters  
Food trucks are still in. Hipsters love them. The good trucks serve very high quality food 
at very reasonable prices. There are food trucks for everything now from ice cream 
to lobster wraps to tacos to grilled cheese sandwiches and even doughnuts. Next 
are pickles. Hipsters are obsessed with them. Of course Koreans have always loved 
pickles too but somehow the simple pickle is now a rage in the big cities of America. 
My mother tried to get me to eat Brussels sprouts as a child and I often refused. To me they tasted awful at the time but now 
Brussels sprouts are in. You really cannot go into any trendy restaurant these days in the big cities and not see them on the menu in 
some format as either a starter or a side item with the main protein.

Bacon Becomes Popular Than Ever  
Bacon is now more popular than ever and the demand is causing shortages globally and driving prices ever higher. Certainly not a 
healthy food but bacon provides so much comfort on rainy days and everyone needs a bit of fat once in a while!
Kale is finding its way into everything from smoothies to salads. Nutritionists consider it a “super food” because of the high level of 
antioxidants like vitamin C and beta-carotene. Not only is it good for the inner body but many claim it is great for the skin as well. 
Black people have been eating leafy vegetables like kale for over 200 years because it was nutritious and very cheap. It is still 
nutritious but not cheap anymore!

Kimchi is Also Hipster’s Food 
Kimchi also makes it on the list of the top 22 hipster foods but Americans do not eat it the same way as Koreans do. It is favored in 
small doses like a condiment and not to be eaten directly in large amounts. Americans want to eat kimchi on their terms – a bit at 
a time to enhance the flavor of their foods.  Kimchi tacos also make the top 22 which are basically some protein like pork or beef 
cooked with kimchi and then wrapped in a tortilla. Anything artisanal is a hit with hipsters. This signals food made in small batches 
by hand with local produce and all natural.
Hipsters also love home brewed beer. It does not matter how it tastes as long as you brew the beer by yourself and get that sense of 
accomplishment like climbing a mountain or finishing a race. To complement this love of home brewed beer, hipsters also love craft 
beer. The craft beer market is booming in the USA today and some concepts like the World of Beer offer more than 500 different 
brands of craft beer and 50 or more draft options as well as menu items made with the stuff.  

Are you a hipster? If you love many of the foods I listed above then you may be on your way to the bohemian lifestyle and rushing to 
the tattoo store at this moment.  Don’t forget to grow a b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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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힙스터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식 22가지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힙스터’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그 용어가 쓰인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에

서 “힙스터”는 시가지에 거주하는 20~30대 백인 디지털 세대의 하위 문화를 지칭한다. 그들은 독립적인 사고, 진보적인 정치관, 창조성과 예술을 높이 평

가한다. 그들은 종종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수시로 음식 트렌드를 설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중산층의 주요 소비자들

에게 뻗어나가 전국적인 레스토랑 체인의 메뉴로 끝을 맺게 된다.  

힙스터는 음식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 
힙스터들은 장인의 제품, 인근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최근에 나는 우연히 오늘날 힙스터들이 좋아할만한 

모든 핫푸드를 목록화한 ‘더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 웹사이트에서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했다. 나는 이 음식 중 많은 수가 서울에서 미

래 언젠가 선보여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목록을 지금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Top 22 음식을 여기서 집중 조명해 볼 

것이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칼럼의 제목과 같은 타이틀의 포스팅으로 가서 전체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힙스터들은 병에 담긴 더치커피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는 한국이 동일한 아이템을 더 많이 또는 적게 파는 커피숍이 포화상태인 것을 안다. 힙스터는 내린 커피를 차갑게 병에 담은 것을 선호한다. 더치

커피 또는 커피를 차갑게 내리는 과정은 굵게 간 커피를 방 온도 즈음 또는 차가운 물에 12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장기간 담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결

과물은 놀랍도록 맛있으면서도 신맛이 덜하고 전통적인 커피보다 더 달콤한 것 같다. 미국 LA의 ‘Trader Joe’s’(번역자주: 주로 유기농 식료품을 취급하는 점

포) 아무 곳이나 가보아라. 그럼 당신은 눈에 띄게 진열된 더치 커피 브랜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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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스터들에게 사랑받는 푸드 트럭과 피클
푸드 트럭은 여전히 목록 안에 포함돼 있다. 힙스터들은 푸드 트럭을 사랑한다. 좋은 트럭은 고품질의 음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아이스크림부

터 랍스터 랩, 타코, 구운 치즈 샌드위치, 심지어 도넛까지. 현재 푸드 트럭은 무척 다양한 메뉴를 취급한다. 다음은 피클(절인 채소)이다. 힙스터는 피클에 사

로잡혀 있다. 물론 한국인들도 언제나 피클을 사랑할 테지만 단순한 피클은 미국 내 대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방울 양배추를 먹게끔 노력했지만, 나는 번번이 거절하곤 했다. 당시 내게는 방울 양배추의 맛이 끔찍했다. 그러나 지금은 방울 양

배추가 위 목록 안에 들어가 있다. 요즘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트렌디한 레스토랑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가더라도 목록에서 언급한 음식을 단백질 성분의 

주메뉴와 함께 스타터 또는 사이드 아이템으로 메뉴판에서 볼 수 없다.   

베이컨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 있다.
베이컨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라 시장 선도 가격이 어느 때보다 높다. 베이컨은 확실히 건강식품은 아

니지만 비오는 날에 편안함을 선사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때론 약간의 지방이 필요하다.    

케일은 스무디에서부터 샐러드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영양학자들은 비타민C, 베타카로틴과 같은 노화방지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케일을 “수퍼푸

드”로 지칭한다. 신체 내부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피부에도 좋다고 주장한다. 흑인들은 저렴하고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케일과 같은 엽채류를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섭취해왔다. 케일은 여전히 영양이 풍부하지만 더 이상 싸지 않다.   

김치도 힙스터의 음식
김치도 힙스터의 음식 Top 22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김치를 한국인들이 먹는 방식으로 먹지 않는다. 적은 양의 김치를 양념처럼 즐기며 많은 

양을 직접 먹지는 않는다. 미국인들은 음식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때때로 조금씩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김치를 먹고자 한다. 김치 타코 또한 Top 22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쇠고기와 같은 약간의 단백질 음식이 김치와 함께 토르티야에 싸여있다. 어떤 것이든 장인 정신이 깃든 음식을 힌트로 

힙스터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시그널 푸드는 작은 집단에서 수작업으로 지역 농산물과 천연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힙스터들은 홈 브루잉 맥주도 사랑한다. 스스로 맥주를 양조하면서 산을 오르거나 레이스는 끝낸 것과 같은 성취감을 얻는다면 결과물인 맥주가 어떤 맛을 

내든 중요치 않다. 힙스터들은 수제 맥주 또한 사랑함으로써 홈 브루잉 맥주에 대한 사랑을 보완한다. 수제 맥주 마켓은 오늘날 미국에서 붐을 이루고 있고 

세계의 맥주와 같은 일부 맥주 콘셉트는 그 것으로 만든 메뉴 아이템뿐만 아니라 500여 종류의 수제 맥주와 50여 가지 이상의 드래프트 옵션을 제공한다.   

당신은 힙스터인가? 만약 당신이 위에서 제시한 음식 중 대부분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헤미안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각 타투숍으로 달려갈 것이다. 수염을 기르는 것을 잊지 말라!! 

조엘 실버스테인 Joel Silverstein
이스트웨스트 호스피탤리티 그룹 대표

President of The East West Hospitality Group

조엘 실버스테인 대표는 장기간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살며 최고 경영진

과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외 다수 아시아 국

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 실버스테인 대표는 호

스피탤리티 산업의 전 경영진으로서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중국 동남아

시아의 프랜차이즈, 아시아에서의 비즈니스 관행, 역동적인 이머징 마켓과 

관련된 주제로 빈번하게 기고했다. 현재 홍콩에 거주하며, 자주 인근 아시

아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지역까지 여행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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