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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개성! 부시위크

Are you looking for New York City at its hottest?  
Try Brooklyn’s Bushwick.

FIERCE INDIVIDUALITY 

진짜 핫한 뉴욕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선택은 부시위크다.
글. 김면중 / 사진. 임학현



그녀는 행색부터 심상치 않았다. 까만 군화와 
블랙 진에는 하얀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에렌설. 에렌설은 
미간을 찡그린 채 벽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벽에다 여자 세 명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에는 
문장도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든 문장의 주어는 
‘여자’였다. 여자는 호기심이 많다, 여자는 
혁신가다, 여자는 투사다, 여자는 인내심이 
강하다…. 

“여자에 대한 작품인가 봐요?” 내가 
물었다. “네! ‘여자들이여, 용감해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에렌설이 답했다.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답게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당당함이 넘쳐흘렀다.
뉴욕의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에렌설이 

부시위크에 정착한 지는 6개월 정도 됐다. 
그녀는 왜 이 동네를 선택한 걸까?  
“예술로 가득한 동네라서 부시위크를 좋아해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사는데, 동료 
창작자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게 참 좋아요.” 
실제로 부시위크는 동네 전체가 

미술관이다. 대부분의 벽에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이 그려져 있다. 부시위크의 벽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있다. 부시위크 컬렉티브(The 

Bushwick Collective)다. 이곳은 특정 장소가 
아니다. 부시위크의 트라우트먼 스트리트와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가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한 벽화 밀집 지역을 말한다. 부시위크 
여행의 출발점을 고민한다면 부시위크 
컬렉티브에서 시작해보자.

  

Sara Erenthal had the eccentric look of 

an artist from the moment I saw her: 

Her black jeans and black army boots 

were splashed here and there with white 

paint. And with brows furrowed in 

concentration, Sara was painting a 

mural. It was a picture of three women. 

The painting was densely packed with 

written sentences. The subject of each 

sentence was ‘women’: “Women are 

curious. Women are innovators. Women 

are fighters. Women have great 

patience….”

“The work seems to be about 

women?” I asked.

“Yes!” answered Sara. “I wanted to 

give a message like, ‘Women, let’s be 

brave’.”

As befits an artist conveying that 

kind of message, Sara’s speech and 

manner were full of confidence.

Sara moved to Bushwick about six 

months ago from other neighborhood  

of New York City. Why did she choose  

this district?

“I moved to Bushwick because that 

is where I found an affordable place to 

live. I like Bushwick because it’s full of 

art and a lot of artists live here and it’s 

nice to live among fellow creators.”

Indeed, the whole district of 

Bushwick is like an art gallery. Most of 

the walls around here are painted with 

high-quality art works. There’s one place 

in particular that symbolizes Bushwick’s 

mural art: The Bushwick Collective. The 

name doesn’t refer to an exact location; 

rather, to an area centered on the 

intersection of Troutman Street and 

Saint Nicholas Avenue, where you can 

see a high concentration of murals.  

If you’re not sure where to begin your 

tour of Bushwick, The Bushwick 

Collective is a good place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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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Bushwick 
because  
it’s full of art.”
Sara Erenthal

 “예술로 가득한 동네라서  
부시위크를 좋아해요.”
사라 에렌설

거리의 예술 
벽화



27

’
As a child, I used to wonder what 

strange new world I would discover if  

I could squeeze through a little gap like 

a pinhole. I think I finally got my answer 

when I entered this little old bunker-like 

building. A motley assortment of spaces 

popped up one after another: 

a restaurant, a radio studio, a bar, a 

garden, a vegetable patch…. There were 

even signs pointing to each of the other 

spaces. Suddenly I realized why, when I 

said I was going to Bushwick, everyone 

had unanimously recommended me 

Roberta’s.

In January, this remarkable place will 

celebrate its 10th anniversary. The man 

who has worked hard throughout these 

years to develop and cultivate it is the 

Italian-American chef Carlo Mirachi. 

Heroic even in his way of speaking, 

Carlo has built up the place in a manner 

as bold as his own personality. 

Roberta’s may have started out 10 

years ago as a small pizza store, but 

today it has taken its place as a 

landmark and icon of Bushwick.

Recently, a very secretive little space 

has appeared here: Blanca. Bearing the 

name of Carlo’s mother, Blanca is a tiny 

gourmet restaurant that serves 

luxurious multi-course Italian dinners. 

Only 10 customers can enjoy this 

luxurious dining experience at a time.

There’s an interesting rule of the 

house: “You can choose the music, but 

you can’t choose the food.” I saw in one 

corner a turntable and a collection of 

hundreds of LPs, from which guests can 

choose the music they like. But the food 

is restricted to the menu that Carlo has 

cooked that day. He says no one has 

ever complained about this seemingly 

unfair rule. And if you’ll ever have a meal 

at Blanca, you’ll know why.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바늘구멍 
같은 데로 비집고 들어가면 색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상상. 여기가 그랬다. 작고 낡은 벙커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나를 맞이했다. 레스토랑, 라디오 
스튜디오, 바, 야외 정원, 텃밭 등 별별 공간이 
툭툭 튀어나왔다. 확 트인 야외 레스토랑에는 각 
장소를 가리키는 이정표까지 있었다. 
부시위크에 간다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장소를 추천해줬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내년 1월이면 이 신기한 장소가 10주년을 

맞는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장소를 가꾸고 
일군 주인공은 바로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카를로 미라치 셰프. <뉴욕타임스>가 ‘부엌의 
시인’이라고 극찬한 셰프다. 말투부터 호탕한 이 
사나이는 자신의 성격답게 과감하게 이 장소를 

성장시켰다. 10년 전 자그마한 피자 가게로 
시작한 로베르타스는 이제 부시위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이곳에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이 

생겼다. 블랑카(Blanca)라는 곳이다. 미라치가 
어머니의 이름을 따 만든 블랑카는 이탈리아 
코스 요리를 내는 소규모 고급 레스토랑이다.  
한 번에 오직 10명만 이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미라치가 설명한 이곳의 규칙이 재미있다. 
“음악은 고를 수 있지만 메뉴는 고를 수 
없어요.” 한구석에는 턴테이블과 수백 장의 

LP가 있는데 손님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은 오직 미라치가 
그날 만들어준 것만 먹어야 한다. 이런 불공평한 
규칙에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불평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블랑카의 
코스 요리를 맛보면 알 수 있다. 

Z  261 Moore Street, Brooklyn, NY 11206
X robertaspizza.com

 “I cook with vegetables grown 
in this garden.”
Carlo Mirachi

 “이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요리를 만들죠.”
카를로 미라치

로베르타스



 
Z  1260 Myrtle Avenue, Brooklyn, NY 11221
O facebook.com/MoodRing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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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왼편에는 <화양연화> 포스터가 붙어 있고, 
오른편에는 <춘광사설>의 영어 제목인 ‘Happy 

Together’라는 문구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메뉴판에는 ‘Days of Being Wild(<아비정전>의 
영어 제목)’, ‘Tony Leung(양조위의 미국식 
이름)’ 등 독특한 칵테일 이름이 가득했다. 이곳의 
이름은 무드 링. 왕가위 영화 <화양연화>의 영어 
제목인 ‘In the Mood for Love’에서 ‘무드’라는 
이름을 차용했다고 한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이곳을 운영하는 중국계 미국인 바네사 리와 보웬 
고는 왕가위 영화의 광팬이다. 
왕가위 외에 이 특별한 장소를 상징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별자리’다. 이곳의 시그너처 
칵테일인 ‘애스트롤로지 스페셜’은 별자리 
시기별로 변신한다. 내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스콜피오’라는 칵테일이 나왔다. 스콜피오라는 
별자리는 우리말로 전갈자리를 뜻한다. 마치 
전갈의 집게발처럼 톡 쏘는 매운맛이 
인상적이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더 재미있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실제로 점성술사에게 별자리 
점을 볼 수 있는 것. 
뒤편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주말 밤이면 신나는 클럽으로 변한다. 
주말에는 새벽 4시까지 DJ가 틀어주는 비트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다. 

To the left of the bar hung a poster for 

the film In the Mood for Love, while to 

the right, the English title of another 

Chinese film, Happy Together, stood out 

in red. The menu was full of interesting 

cocktail names like Days of Being Wild 

(another Chinese movie) and Tony  

Leung (the American-style name of actor 

Leung Chiu-wai).

The name of the place, Mood Ring, 

comes from the title of Wong Kar-wai’s 

film In the Mood for Love. As you’ve 

probably guessed, the two Chinese 

Americans who run Mood Ring, Vanessa 

Li and Bowen Goh, are passionate fans 

of Wong Kar-wai.

Aside from “Wong Kar-wai,” Another 

keyword characterizes this unusual 

place: “star signs.” The name of Mood 

Ring’s signature cocktail is the Astrology 

Special. Accordingly, the cocktail 

changes with the horoscope sign. When 

I visited here, they served the Scorpio 

cocktail. Like the scorpion itself, the 

cocktail had a spicy sting in its tail. On 

Sunday afternoons, you can even come 

here to have your fortune told by an 

actual astrologist. 

At the back is a relatively large 

space that turns into an exciting club at 

night. You can dance to the beats played 

by a DJ until 4 a.m. at the weekend. 

요즘에도 서커스를 하는 곳이 있다고? 
부시위크에 서커스 연습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다. 서커스는 이미 
옛날에 사라지지 않았나? 아니면 시골에서나 
동네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닌가? 뮤즈 
브루클린에서 그 고정관념이 단번에 깨졌다. 
이곳에서 연습하는 수강생들은 죄다 
예뻤고(혹은 잘생겼고) 젊고 멋졌다. 
보라색으로 염색한 단발머리가 인상적인 

애나 바저님즈도 예외가 아니었다. 열여덟 살인 
바저님즈는 LA 출신이다. LA에서 뉴욕까지  
온 이유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처럼 독특한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은 서커스 연습장을 
찾기란 힘들죠.” 

  
Z  350 Moffat Street, Brooklyn, NY 11237
X themusebrooklyn.com

Who would’ve guessed there are still 

places where they do circus acts. When 

I first heard of The Muse, a circus 

practice facility in Bushwick, I couldn’t 

believe it. Hadn’t circuses disappeared? 

That stereotype was quickly smashed. 

The trainees who practiced at The 

Muse were all young, pretty (or 

handsome), and graceful. Anna Barger-

Niemz was no exception: Her purple-

dyed bobbed hair gave her a striking 

appearance. Eighteen years old this 

year, Anna came from Los Angeles. As 

for the reason for coming to New York 

City from LA, this is what she told me:

“Where can you find another space 

like this? It’s hard to find a circus 

practice place with such a high ceiling 

and wide space. It also has America’s 

best circus teachers.”

But don’t let Anna’s words make you 

think this is just a practice place for 

professionals. There are also classes 

for beginners, and if happen to be in 

Bushwick for a visit, you can take a one-

day class.

Why would someone want to learn 

circus performance? Anna gave  

the answer: “Is there any form of 

exercise as enjoyable as the circus? 

Just by enjoying yourself, you naturally 

develop a flexible body and beautiful 

muscles.”

Circus shows are also held here 

from time to time. The schedule of 

classes and shows can be found on the 

venue’s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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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는 덧붙였다. “게다가 뮤즈 
브루클린은 최고의 강사진을 갖추고 있거든요.” 
바저님즈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곳은 

프로페셔널만 연습하는 곳이구나’ 하고 
체념하지 마시길! 이곳에는 초보자를 위한 
수업도 가득하니까 말이다. 만약 여행으로 
부시위크를 찾는다면 하루짜리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뭐 하러 서커스를 배우냐고? 
바저님즈가 한 말에 귀기울여보자. 

“서커스만큼 즐거운 운동이 있을까요?  
그냥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몸이 유연해지고 
아름다운 근육이 생긴답니다.” 
이곳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서커스 쇼도 

열린다. 수업과 서커스 쇼 시간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is space  
could be  
described as  
an homage  
to director  
Wong Kar-wai.”
Vanessa Li

 “이 공간은 왕가위 감독에게 바치는  
오마주라고도 할 수 있죠.”
바네사 리

 “Is there any form of exercise 
as enjoyable as circus?”
Anna Barger-Niemz

 “서커스만큼 즐거운 운동이 있을까요?”
애나 바저님즈

무드링 뮤즈 
브루클린



여기 서점 맞아?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 
장소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벽면에 
책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걸 보면 서점이 맞는 
거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마치 카페나 바 같다. 
실제로 문을 열면 정면으로 보이는 공간은 
커다란 바다. 몇몇은 책을 읽고 있었지만 바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바에서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익숙한 이름들이 들려왔다. “홍상수 영화가 
짱이라니까.” “아니야, 봉준호 영화가 더 
재미있어.” “나 어제 <박하사탕>이란 영화 
봤는데 그것도 죽이더라.” 바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은 어떤 한국 영화가 더 재미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얼마 전 부천국제영화제에 

다녀온 피터 백이었다. 영화 <록키 호러 픽처 
쇼>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보고 대단한 
영화광인가 보다 짐작했는데 그의 정체는 그 
이상이었다. 그가 얼마 전 부천에 다녀온 이유는 
그가 연출한 작품이 영화제에 초청받았기 
때문이었다. 

<항문남녀(Assholes)>라는 기묘한 
제목의 영화를 만든 피터 백 감독은 이곳 
모라세스 서점의 단골이다. 이곳은 그의 주된 
작업실이요, 사교 장소이며 휴식처다. 그는 
이곳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영감을 얻는다. “여기가 왜 
그렇게 좋아요?” 내 물음에 피터 백은 환한 
미소를 머금으며 답했다. “평화롭잖아요!” 책과 
술과 커피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살롱! 누군가 
이곳에 대해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Z  770 Hart Street, Brooklyn, NY 11237
X facebook.com/MolassesBooks

“Could this really a bookstore?” I asked 

myself when I first went in. Judging from 

the books densely packed along the 

walls, it seemed to be a bookstore all 

right, but the atmosphere inside was 

more like a café or a bar. Indeed, the 

space I saw when I opened the door was 

actually a big bar. A few people were 

reading books, but most were sitting at 

the bar or at a table, drinking wine or 

beer as they talked.

I overheard a conversation at the 

bar, and some familiar names caught my 

attention: “Hong Sang-Soo’s movies are 

the best!” “No, Bong Joon-Ho’s films are 

more fun!” “I saw a movie called  

A Peppermint Candy yesterday, and that 

was pretty cool too.” The young people 

sitting at the bar were debating what 

were the best Korean films.

Among them was Peter Vack, who 

had traveled to Korea for the Bu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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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Film Festival a while ago. 

Seeing his Rocky Horror Picture Show 

T-shirt, I thought he had to be a movie 

enthusiast, but in fact he was much 

more than that. He had actually been 

invited to the Bucheon festival to 

present a film he had directed.

This maker of a film with the unusual 

title of Assholes was a regular customer 

at Molasses Books. The bookstore  

is the main forum for his work, social 

life, and relaxation. Here he writes 

scenarios, reads books, and gets 

inspiration from talking with people.

“Why do you like this place so 

much?” I asked.

Peter responded with a broad smile.

“It’s peaceful.”

A peaceful salon where books, 

coffee, and liquor all fit together!  

If anyone asked me about Molasses 

Books, that’s how I would answer. 

 “I come to Molasses 
Books to enjoy 
the peaceful atmosphere.”
Peter Vack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모라세스 서점을 즐겨 찾아요.”
피터 백

모라세스

서점



알고 있었지만, 신디케이티드 바·시어터· 
키친에는 멋진 선남선녀가 유독 많았다. 그것은 
아마도 이곳 특유의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스피커에서는 에코&더 버니멘의 ‘The Killing 

Moon’이 흘러나왔고, 천장이 높은 건물 
내벽에는 두 편의 흑백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세련된 취향을 가진 이라면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내부 안쪽에는 ‘진짜’ 극장이 있고 

좌석마다 테이블을 갖추고 있다. 부시위크에 
가면 만들어보자. 와인과 요리를 즐기며 영화  
한 편을 감상했던 추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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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hwick is a young 
people’s district!”
Tim Chung

 “부시위크는 젊은이들의 동네잖아요!”
팀 정

“It seemed strange there wasn’t even 

one good movie theater in Bushwick. 

Most of the young people in this district 

are well-versed in film and art.”

That’s how Tim Chung, the Korean-

American owner of the Syndicated Bar· 

Theater·Kitchen, got the idea of 

opening such a place. Having majored 

in film at university, Tim was able to use 

his own interests to create a new 

landmark in Bushwick. He had lived in 

Bushwick in 2011, then, after moving 

around different parts of New York City, 

he came back here in 2014. And in 

January 2016, he opened Syndicated.

The reason for choosing this place 

was simple: “Bushwick is a young 

people’s district!”

At Syndicated I could see at a 

glance that this place was particularly 

full of good-looking young men and 

women. Perhaps the reason was the 

special atmosphere of the place. Echo 

and the Bunnymen’s “The Killing Moon” 

was playing through the sound system, 

and two black-and-white movies were 

being projected on the inner walls of the 

high-ceilinged room. It was the kind of 

atmosphere that catered to those with 

more eclectic tastes.

Further on inside the venue was a 

‘real’ movie theater, where each of the 

seats had its own table. If you go to 

Bushwick, treat yourself to the memory 

of watching a movie with a meal and a 

glass of wine! 

Z  40 Bogart Street, Brooklyn, NY 11206
X syndicatedbk.com

BAR·THEATER·KITCHEN

“부시위크에 그럴듯한 영화관 하나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이 동네 젊은이들은 대부분 영화나 
예술에 조예가 깊거든요.” 
이곳의 오너인 한국계 미국인 팀 정이 이런 

장소를 구상하게 된 계기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팀 정은 자신의 관심사를 살려 
부시위크에 색다른 명소를 만들었다. 2011년 
잠시 부시위크에 거주했던 팀 정은 이후 뉴욕의 
다른 동네를 전전하다 2014년 다시 
부시위크로 돌아왔다. 그리고 2016년 1월, 
신디케이티드 바·시어터·키친을 열었다. 그는 왜 
이곳을 선택한 것일까? 이유는 단순했다. 
“부시위크는 젊은이들의 동네잖아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실제로 이곳을 취재하러 갔을 때 두 눈으로 

확인했다. 부시위크가 멋쟁이 동네라는 건 익히 

Asiana Airlines has daily round-trip flights
between Seoul (Incheon) – New York.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인천) –뉴욕 구간을 
매일 왕복 운항합니다. 

In cooperation with NYC&Company (nycgo.com) 취재 협조. 뉴욕관광청(nycgo.com)

신디케이티드 바 ·시어터 ·키친



The greatest convenience of the New York 

Marriott at the Brooklyn Bridge is its accessibility. 

Almost all the subway lines that run through  

New York City have a station near the hotel. You 

only have to ride one stop on the subway and 

you’re in Manhattan.

The location of the hotel is Downtown 

Brooklyn. The DUMBO area, where many artists 

live, and Brooklyn Heights, popular with New 

Yorkers for its riverside walks, are both nearby. In 

the daytime, walk across the Brooklyn Bridge to 

Manhattan. At night, enjoy the view of Manhattan 

from the Brooklyn Bridge Park—you’ll be looking 

at one of the most beautiful scenes of New York.

The guest rooms here are more spacious  

than those of other hotels in the neighborhood.  

On the fourth floor is a fitness center and indoor 

swimming pool, so there’s no need to miss your 

exercise just because you’re traveling.

Just 20 minutes to Times Square, and  

10 minutes to Manhattan’s Chinatown. These are 

the travel times by express subway train from  

the 36th Street station. And just three blocks—or  

a five minutes’ walk—from the subway station is 

the Wyndham Garden Brooklyn Sunset Park Hotel. 

There are plenty of things to see near the hotel, 

too. Walk for another five minutes and you’ll get 

to Sunset Park, or Brooklyn’s Chinatown.

This modern and youthful boutique hotel 

catches the eye with its sophisticated design. All 

the bathroom floors and walls are made of 

marble, giving a feeling of luxury. Each floor is 

decorated on the theme of a particular season. 

When you book, it’s a good idea to request your 

preferred season in advance. If you’ve stayed at a 

hotel in Manhattan you won’t have seen the 

impressive Manhattan skyline, but here you can 

enjoy a fine view of it from your room.

The Wise Traveler’s 
Choice
When you schedule your next trip to New York City,  

try to break the habit of automatically booking one of Manhattan’s hotels. 

It’s quite easy to get to Manhattan from a stylish and  

more reasonably-priced hotel in Brooklyn.

stay

text by Kim Myun-Joong 

Wyndham Garden
Brooklyn Sunset Park
Z 457 39th Street, Brooklyn, NY 11232
a +1 718-972-0900
X  wyndham.com

New York Marriott
at the Brooklyn Bridge
Z 333 Adams Street, Brooklyn, NY 11201
a +1 718-246-7000
X  nycmarriottbrookl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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