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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쉐친구들



* 마르쉐@는 시장이란 뜻의 프랑스말 ‘마르쉐marchè’에 전치사 at(@)와 

  시장이 열리는 장소 이름을 붙여서 어디에서 열리는 시장인지 나타냅니다.

▶ 유서깊은 마로니에공원에 펼쳐진 아름다운 농부시장 마르쉐@혜화동.

2012년 10월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첫 장을 연 마르쉐@혜화동은 ‘돈과 

물건 교환만 있는 시장’ 대신 ‘사람·관계가 있는 시장’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

겠다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르고 만들고 보살피는 생산자의 정

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꽃을 피우는 이해와 감사의 시장이 이 도시 안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르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장보기 하는 시장입니다. 

마르쉐@에서 소비자는 소비자가 아닌 손님으로 참여합니다. 

마르쉐@는 배우면서 사고, 배우면서 먹는 즐거움이 있는 시장입니다. 

마르쉐@는 장터를 좋아하는 수많은 자원활동가와 출점팀들이 

서로 도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마르쉐@ 농부들의 작고 찰진 농산물들. 땅이 준 선물을 주는 대로 제때 수확하여 장터에 내놓는다.





마르쉐@ 만남
사람과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손님이 만납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묻고 대답하며

안심과 고마움을 나눕니다.



마르쉐@ 이야기 
씨 뿌리고 북 주고 거두어 새벽밭에서 달려온 농부,

온밤을 지새우고 준비한 음식을 건네는 요리사와 

어느 땅에서 어떻게 길렀는지

무슨 재료로 조리하여 이런 맛을 내는지

묻고 대답하고 자랑하고 감탄하다 보면

오늘 하루, 인생이 감사하고 따뜻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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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쉐@농가행 마르쉐@키친



마르쉐@ 농부
도시농부, 옥상농부 

귀농귀촌한 소농, 가족농

가업을 잇는 2세, 3세 농부...

기존 시장에서는 안 보이거나 볼 수 없는

작고 단단한 농부들이 함께 합니다.

마르쉐@의 농부팀에는 전업농부를 비롯하여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거나 농사교육자, 농촌기획자, 디자이너, 아티스트, 문화기획자, 
푸드스타일리스트, 요리사, 파티쉐, NPO, 대안학교, 홈스쿨, 대학생, 주부, 초등학생, 회사원, 공무원, 학원강사, 마케터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부의 꿈을 꾸는 예비농부들이 아주 작은 수확물을 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심 | 목포&서울 blog.naver.com/sunsimmom
목포 엄마의 텃밭, 2세농부, 유기농조청, 수세미효소. 보리수, 복분자, 개복숭아&오디 효소, 텃밭채소와 제철장아찌, 무농약 콩과 팥

소금단지 | 전남 신안 saltdanji.com
2세농부, 신안상태서리, 3대를 이어가는 가족염전, 토판염, 함초소금, 입욕제, 작은소금, 허브소금

은혜의 Baking&Healing | 양산&서울 clitier2@hanmail.net
100년을 이어가는 매실농장, 원동면 매실농원, 2세농부, 토종매실, 3년항아리숙성 매실효소, 100살먹은 감나무, 감말랭이, 토종밀, 매실넣은과자

클래식 | 충북 괴산 farmisclassic@gmail.com
괴산큰손농원, 대학생 2세농부, 30년농부 부모님, 송광사 500년매실나무를 잇는 토종매실, 대학찰옥수수, 감자, 옥수수수염차, 복숭아와 사과과수원

팜그루 | 예산&서울 www.farmguru.co.kr
2세농부, 천연과일식초, 오디청, 매실청, 20여가지 자급작물, 예산청산농원, 오디쨈

자연애플농장 | 경남함양 facebook.com/natureapple 
함양농부, 껍질째먹는사화, 친환경사과즙, 곶감, 50년째 이어가는 과수원, 환경운동가 부부, 2세농부, 귀농귀촌, 해발500미터 백두대간 자락

파파도터 | 제주 facebook.com/papadaughter
2세농부,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딸, 친환경귤칩, 감귤쥬스, 중산간지역 고사리, 고사리된장주먹밥, 유채나물주먹밥, 감귤꽃차, 팔삭

유자매의 몽(夢)시락 | 부산&서울 facebook.com/iamkonggi 
도시농부, 액젓을 사용하지 않는 장김치, 홍대텃밭다리, 부산철마밭, 장김참밥, 나물김밥, 전통요리공부, 대륙텃밭옥상농부, 요리사의 밭

가평군 농특산물가공연구회 | 경기 가평 ga5840@naver.com
농가공연구회 100여명의 회원들, 칡먹인 젓소, 요구르트와 치즈, 부추효소로 담그는 부추장아찌, 팜파티, 농가요리, 전통장류

꽃비원의 작은상점 | 충남 논산 facebook.com/flowerraining2013 
귀농귀촌농부, 노지제철채소, 꽃비 내리는 작은과수원, 요리사들과의 협업, 작은상점 운영, 목화송이로 만드는 성탄리스

이랑 | 충남 전의 blog.naver.com/sugartree75
복숭아과수원, 복숭아와인&복숭아식초, 텃밭채소&약초, 도자기공방, 금이산농원, 2세농부, 귀농귀촌, 손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먹는 제철밥상

뜰과숲농원 | 충남 당진 sunin79@naver.com
엄마와 딸아들 2세대농부, 귀농, 붉은황토와 해풍으로 키운 블루베리, 효소, 차, 잼, 건조블루베리, 묘목 

생명가득 작은농장 | 파주,부안 ssin@live.co.kr
파주도시농부학교, 부안 귀농,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 들풀효소, 들꽃비빔밥, 들꽃샐러드, 채집재료로 만드는 음식, 꽃발효음료



예~말이오 | 전남 장흥 hysaem@hanmail.net 
장꽃 피는 된장, 토종쥐눈이콩막장, 야생차, 돈차, 텃밭푸성귀, 토종씨앗 이어가기, 산나물김치, 참나물물김치, 씨앗나눔, 전통발효

젊은협업농장 | 충남 홍성 jmchul@gmail.com
홍성 장곡면, 8명의 농부들, 샐러드의 시간, 쌈채소, 어린잎채소, 농지 트러스트, 청년귀촌지원, 홍성 풀무학교

차차로의 귀한농부 | 제주 cafe.daum.net/happynong 
홍다래&왕참다래, 한라봉, 천혜향, 한라향, 감귤즙, 건고사리, 야마기시즘, 귀농농부

춤추는 호멩이 | 청주, 춘천 violin48@hanmail.net
미래전사식량안보팀, 난짱&숲속, 토종채소, 샐러리, 레디쉬, 브로콜리페스토, 산야초장아찌, 유기토마토케첩과 페이스트, 귀농농부

텃골작은농장 | 충남 홍성 freebarn@naver.com
귀농농부, 홍성 장곡리, 무첨가아이스바, 자연유정란, 동물복지 작은농장의 꿈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 충남 홍성 cafe.naver.com/hncoop
무투입자연농법, 6가족이 함께 만드는 꾸러미, 홍동 흙집, 계절채소, 자연농 벼농사, 제철꾸러미, 100만원 프로젝트, 귀농농부

도농더하기 | 충남 donongshop.com 
GMO Free 국내산 자급사료, 청취, 현미와 댓잎으로 키우는 병아리, 토착미생물 발효사료, 황토, 무농약 파프리카 사료, 미생물 공생

횡성농부애뜰 | 강원 횡성 cafe.daum.net/godjs
제철꾸러미, 횡성 콩과 할머니들 손맛두부, 등애로 키우는 유정란, 산골나루, 시골할머니 유기농찹쌀식혜, 횡성군 농민회, 언니네텃밭

위기농부구조기금 | 전남강진 kimeunkyu@hanmail.net
쌀, 보리, 귀리, 미오솜의 현미수제떡, 요리사 로이든의 프렌치요리, 땅콩호박, 미숫가루, 절임배추 예약, 위기농가씨앗기금 출연

홍동아즈매들 | 충남 홍성 collabofarm.com 
진한 평촌목장 우유로 만드는 작은산의 리코타치즈, 금평리마을의 요구르트, 채소와 잡곡류

연화네 슬로푸드 | 충남홍성 blog.naver.com/kyw5282
연화님의 된장, 고추장, 장아찌, 연잎밥

Greg’s Homegrown | 경기 용인 hkyungy@gmail.com
일상의 소소한 행복, 텃밭양배추로 만드는 사우어크라우트, 비트피클, 당근피클, 오디잼, 캐모마일꽃차, 100평 농부, 우푸CSA

강북우이농장 | 서울 yskwon0907@gmail.com
강북도시농업네트워크, 3명의 여성농부, 삼각산 300평 텃밭, 도시농부제철꾸러미 ‘순수’, 마을공동체



꿀꿀꿀 노은산방 | 양양&서울 known2727@naver.com
귀농농부, 엄마와 딸, 설탕을 먹이지 않는 벌들, 계절의 모듬꿀, 밤벌꿀 섞인 모듬벌꿀, 피나무벌꿀 섞인 모듬벌꿀

댄디핑크 | 서울 facebook.com/DANDYPINK
옥상농부, 도시채집농, 남산 잣, 남산 버섯, 채집 잣과 옥상 바질페스토, 제비꽃 칵테일, 펜넬오일, 잣을 넣은 럼바닐라, 이태원

더초록&이랑고랑 | 서울 ppippi62@hanmail.net
구로&강동,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강사모임, 결명자, 목초액, 수세미비누, 오류초등학교 학교텃밭, 밀양돕기 가래떡꽂이

도시농부들 | 서울 ctfarm.co.kr 
문래동 마을텃밭, 농사짓는 사회적기업, 각종 텃밭채소, 텃밭상자, 배양토

로프트디 | 경기 오포 chhan@loftd.co.kr
사진스튜디오에 딸린 작은텃밭, 계절채소, 과일말림, 과일청, 광주 텃밭채소, 미숫가루라떼

모리스테이블 | 경기 고양 facebook.com.morisfarm
일산 농부, 허브가든, 텃밭프로젝트와 교육, 가드닝툴과 모종, 텃밭요리

문래도시텃밭 | 서울 cafe.naver.com/mullaefarm 
도시농부, 옥상텃밭커뮤니티, 텃밭채소비빔밥, 문래동 철공소 옥상, 미니피자, 딸기모종, 재활용 나무화분, 말랑씨의 맛있는 밥

벽제농부 | 경기 고양 bdan419@hanafos.com
벽제동 수녀골, 11년차 유기농부, 농부들의 선생님, 뿌리채소, 무, 고구마, 야콘, 알타리,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농부학교, 귀촌농부

상경원:The Doctor’s Farm | 경기 여주 shcwilly@gmail.com
유기농 배, 유기농 사과, 핸드메이드치즈, 후레쉬마요네즈, 주한외국인 농부들, 병원 농장, 근교농부, 다문화커뮤니티

쑥쑥&산들농부팀 | 서울&파주 erwitt@naver.com 
출판노동자&푸드스타일리스트, 파주출판단지텃밭, 도시농부학교, 샐러드믹스&드레싱, 목공 소품, 벨기에 목공수, 베이비채소꾸러미

우리동네농부들 | 경기 군포 tongil3@naver.com 
군포도시농부, 감나무골농장, 순환자립농사, 지역공동체, 탄소발자국, 파주장단콩생산, 지렁이분변토&야마기시농장 계분 자가퇴비

우보농장 | 경기 고양 cafe.naver.com/daijari 
재래종 이어가기, 토종농부,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12가지 토종쌀, 조선오이지무침, 작물공동체, 손모내기와 홀태탈곡의 전통농법

이숙자핸드마켓 | 경기 김포 999inspapa@hanmail.net
김포농부, 엄마와 며느리 그리고 딸, 콩떡쑥떡, 100% 자급재료 빙수, 진달래화전&늙은호박전, 고구마쫀드기, 계절장아찌, 도시농부



이웃랄랄라+부엌랄랄라 | 서울 cafe.naver.com/ecolalala
1인세대를 위한 초간단 레서피, 나를 키워줘 ‘책+씨앗세트’, 합정동 벼레별씨 옥상텃밭, 텃밭감자와 텃밭깻잎페이스트, 도시농부

인텔리겐치아 | 서울 facebook.com/intelligentsia2012
학생농부, 종로의 텃밭, 상추라떼, 쌈채소브리또, 쌈채소파스타, 채소커리, 허브티, 종로의 로컬푸드, 기부 텃밭

중랑 캠핑숲 옆 팜핑숲 | 서울 popohide@naver.com
도시농부커뮤니티, 중랑 곁두리마을 황실배, 먹골배 보전, 참비름, 돌미나리, 사두오이, 오디잼, 마을기업의 꿈

파릇한절믄이협동조합 | 서울 cafe.naver.com/pajeori 
청년커뮤니티, 디자인, 홍대인근 옥상텃밭, 모종 테이크아웃, 홈메이드베이킹, 제철채소, 모종, 향나물현미주먹밥, 즉석샐러드, 도시농부

풀밭마녀 | 경기 고양 facebook.com/weedswitch
도시채집농, 들풀장아찌, 쇠비름피클, 효소와인, 풀학교 Weeds Witch , 풀농부, 효소로 담그는 장아찌

풀자고 | 서울 mangaby@naver.com
도시채집농, 풀과함께 놀자고,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이어가는씨앗, 나물쌈밥, 신선채소말이, 풀카나페, 나물주먹밥, 계절의 나물

홍대다리텃밭&MIM | 서울 facebook.com/groups/hongdaefarm
홍대텃밭 다리, Made in mapo, 요리사와 함께 MIM+, 18가지 허브를 활용한 텃밭채소병조림, 이어가는 씨앗, 도시 반농, 전업농의 꿈

들풀한아름 | 경기 하남 jimmykim93@naver.com
도시채집농, 발효빵 공부, 산야초샐러드, 백초효소, 10여가지 계절꽃차, 홈스쿨링으로 배우는 노동하는 삶, 200평 경작

아빠맘두부 | 서울 daddymom.kr 
은평 마을기업, 엄마들의 두유파스타, 갈현텃밭채소를 넣은 두부샐러드, 콩국물, 순두부, 로컬푸드, 콩나물, 무첨가, 전통직화

같이CSA | 경기 남양주 wwoofcsa.com
팔당 오가닉푸드, 달걀, 유기딸기, 쌈채소, 국내산 빵, 주한외국인을 위한 CSA, Farmily Day Out 팜투어



마르쉐@ 요리사
내 가족이 먹어서 안전한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

내 주방의 식재료가 자라는 환경과 농부의 손길을 생각하는 요리사,

농부의 논과 밭에서 레시피의 첫 줄을 쓰기 시작하는 요리사,

좋은 음식은 영혼을 살찌게 한다고 믿는 마르쉐의 요리사들이 

온밤을 지새우고 만든 곡물잼, 허브피클, 양배추 초절임, 살구효소..

찰강냉이범벅, 연잎밥, 들풀비빔밥, 곡물과 채소로 만든 버거, 청국장 쿠키,

세상에 둘도 없는 마르쉐 농부스프를 조리합니다.  



마르쉐@의 요리사들은 평소에는 서양식 전문요리사, 한식 
전문요리사, 사찰음식 전문가, 병과 전문가, 제과제빵 파티
쉐, 쇼코라티에, 식음료 공간 운영자, 요리강사, 음식 컨설
턴트, 과일가게 운영자, 교사, 주부, 디자이너, 회사원, 공무
원, 출판 편집자, 판매원, 청소년, 대학생, 일러스트레이터, 
아티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페잇 | blog.naver.com/buuk110
natural &organic, 홈메이드, 제철재료, 음료와 음식, 디저트, 진저시럽, 바질페스토, 오징어 먹물 크로켓, 뿌리채소 장아찌,

리예뜨 드 셰브렌네르 | brillettes.blogspot.com
스프레드형 고기, 프랑스 시어머니 레시피, 보성 녹차먹인 돼지, Guillaume네 바게뜨

쿠치나 소리조 | facebook.com/cucinasorriso
수제 생파스타, 토종 앉은뱅이밀, 제철나물페스토, 마르쉐 농부의 유정란

PPURI | facebook.com/ppuriontheplate
가회동, 쿠킹스튜디오, 현미케익, 소이네즈, 제철, 유기농, 비정제, 마크로비오틱, 마르쉐 농부 작물

스윗스튜디오 달디 | facebook.com/sweetstudioiDALD
달달함을 디자인, 특별한 주문형 디저트, 케이크, 쿠키, 마르쉐 농부 작물, 제철재료, 당근케이크, 워크샵

그람모 키친 | blog.naver.com/playfood
호밀빵, 천연팩틴 프리미엄 잼, 생파스타면, 수제 생햄, 홈메이드 소스, 젤라또, 윈도우 키친 오픈

노멀사이클코페  | normalcyclecofe.com
서촌, 커피작업소, 소규모 수동 로스팅, 핸드메이드 커피백, Single-Origin 커피, 커피빈, 전국 주문발송, 수작업

능소화향기 | psj3456@empas.com
한과와 떡, 개성약과, 강정, 오미자냉차, 타락죽, 흑미미수, 조선시대, 건강식품

달키친 달버거 | facebook.com/dalkitchen
곡물채소버거, 12가지 곡물채소 패티, 유기농 소이마요네즈, 24시간 숙성 브라운 소스, 통밀천연발효버거번, 마르쉐 농부 채소

데미타스 | demitasse.kr
로컬푸드, 제철 재료, 들깨버섯덮밥, 우무콩국, 호박잎쌈밥, 엄마의 손맛, 야채육수, 포도즙, 마르쉐 농부 작물

두더지 실험실 | facebook.com/cafedododge
성미산마을, 10대,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지금 여기 실험실, 먹거리 경작, 베이킹, 핸드드립 커피, 스콘, 레몬커드, 우리밀, 유기설탕

로푸드팜  | cafe.naver.com/rawfoodfarm
100% 생채식, 쿠킹 스튜디오, 천연에너지 효소, 유기농, 무 밀가루, 무설탕, 아토피, 자가면역질환, 비만, 디저트와 쥬스, 로푸드 파스타

말마 | gangga06@naver.com
아이들 안심, 홈메이드, 순진한 햄, 소시지, 자연에서 얻은 재료, 참나무 훈연, 제작기간 2주, 햄샌드위치



ㅂㅂㄹㄷ(배브르다) | facebook.com/Hamihyun
사찰음식, 손으로 먹는 손밥, 제철재료, 도시농부, 오신채 없이, 채소 위주, 부모님 농사 재료, MIM 작물, 동네 재래시장

비터스윗나인 | bittersweet9.com
100%카카오버터, 수제 초콜릿, 핫초코 스푼, 부엉이 초콜릿, 오랑제뜨, 초콜릿바크, 아이스초코

빵굽는 소녀 햄냥 | facebook.com/skyguswl
지리산 토종우리밀, 진주 토종 앉은뱅이밀, 맥선 우리밀, 장흥 검은밀, 뿌리채소, 국산재료, 바질페스토, 천연발효종 나눔

수카라 | facebook.com/cafesukkara
홍대 카페, 마르쉐 농부 플레이트, 토종, 제철채소, 꽃비원 나물, 소소란 오믈렛, 우보농장 청토마토, MIM 허브, 히로미소

아라리오 | facebook.com/arariofood
찰강냉이범벅, 두부과자그릇, 강원도 정선, 토속음식, 재해석, 부모님 재료, 환경, 강원도 주식, 옥수수범벅, 범벅 키트

오월의 과일상자 | blog.naver.com/fruitybox
과일농부의 정성, 수제 과일차, 과일잼, 유기농설탕, 낮술 과일 샹그리아, 과일말랭이, 과일젤리, 동네 과일가게 개업

은수저 과자집 | coolcatwalk@naver.com
제철 디저트, 홍차, 우리밀 통밀, 방사유정란, 리얼버터, 비정제설탕, 무알루미늄 베이킹파우더, 수수하고 순수함, 먹거리 치유

인시즌 | inseason.co.kr
배 재배농가, 배농부의 딸, 직접 가공, 배식초, 배시럽, 배가공품, 발효효소, 수제잼, farm table in the city, TABLE matters

주아니 | julyann0327@gmail.com
약선 음식, 약선 레시피, 옛선조들의 지혜, 전통 재해석, 맛디자이너 그룹, 약밥, 계절 약선차, 약선김치, 주말농장, 국산재료

지새우고 | zsaeugo@gmail.com
지새우는 자매, 외할머니 농부, 느릿한 제품, 흑임자잼, 완두콩잼, 단팥잼, 땅콩잼, 단팥호두양갱, 녹차단팥슈, 땅콩다쿠아즈

한성 별식 | blog.naver.com/buuk110
천연재료 국물, 우리땅 채소, 시골된장, 천연양념, 마른나물떡볶이, 소고기된장국, 도토리묵사발, 냉메밀국수

현미랑 유정이는 빨간 국물에서 만났지 | meteor13@naver.com
현미떡볶이, 우리 농부 국산 재료, 쌀떡, 소소란 유정란, 무GMO, 무농약, 유기농, No 수입품

생강&소월길 밀영 | saengang.com
문래동, 소월길, 우면산 양봉, 벌꿀 디저트, 천연 밀랍, 벌꿀 까눌레, 밀랍 양초, 벌꿀 음료, 워크샵, 전시기획



마르쉐@ 수공예가 & 이벤트
음식의 맛을 북돋고 먹는 공간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기품 있는 물건들을 손수 깎고 꿰매고 빚고 잘라 만듭니다.

해롭지 않은 재료를 써서 손실은 최소한으로,

지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귀하기에 

귀하게 보듬어 만듭니다. 

아끼고 오래 쓰는 생활의 우아함을 되찾아주는 

수공예 작가들이 함께 합니다.

 



마르쉐@에는 작가, 디자이너, 도예가, 공예가, 사진가, 플로리스트, 문화기획자, 푸드스타일리스트, 귀농농부, 회사원 등으로 살아가는 수공예가
들이 만든 꽃, 도예, 목공예, 앞치마, 에코백, 천연염색, 향초, 바쓰솔트, 천연주방세제, 손뜨개, 대나무공예, 재활용 업사이클링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공정무역, 매거진, 기업 사회공헌, 그린디자인/에코디자인, 핸드드립 커피바, 우리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스튜디오 | ahstudio.co.kr 
세 자매, 꽃과 식물, 핸드메이드, 꽃누르미 책갈피, 수제종이, 수제노트, 토분, 생활자기, 천연염색, 행잉 화분

All day swimming | alldayswimming.com
자연, 자연스런 재료, 평화, 천연비누, 소이왁스캔들, 바쓰솔트, 멀티밤, 바디오일, 천연주방세제, 식물성 오일과 허브

굿핸드 굿마인드 | ghgm.co.kr
굿핸드, 굿마인드, 정성, 원목, 도마, 나무그릇, 수저, 트레이, 접시, 와인거치대

mellowsong candle | mellowsong.egloos.com
향초, 동물, 스토리, 퍼포먼스, 유머, 소이왁스, 천연 에센셜오일, 천연 염료, 부엉이, 곰

마음은콩밭 | facebook.com/cafe.makong
엄마와 딸, 홈메이드 샐러드드레싱, 감식초, 레몬청, 키위잼, 양파망 수세미, 핸드메이드 컵받침, 에코백, 앞치마, 치마

마켓 아이미마인 | imemine.co.kr
두 자매, 옥상농부, 천연소이왁스캔들, 천연핸드메이드비누, EM주방비누, 디퓨져, 패브릭, 바질씨앗, 천막천화분, 매실잼

어스맨 | facebook.com/earthmania
바른 무역, 지구마을 보부상, 라오스, 남짱마을, 대나무, 바구니, 가방, 목화에서 잣은 실, 자연

이노주단 | inohjudan.com
한복디자이너, 한복은 쿨하다, 누에에게 미안해, 무명, 광목, 자투리원단, 한땀한땀, 주머니, 밥상보자기, 뜨겁지 않아요 장갑, 전통토수

전지향숍 | saengang.com/xe/index.php?mid=jeehyang
공간에서 패브릭으로, 승복 만드시던 할머니, 할머니의 재봉틀, 에이프런, 시장가방, 깊은 검정, 맑은 물색, 유연하거나 튼튼한 린넨

페달과 하얼 | facebook.com/#!/jinhyeong.bag?fref=ts
동백숲 산골부부, 전남 장흥, 자연에서 얻은 재료, 칡줄기, 한지노끈, 볏짚, 억새줄기 빗자루, 손으로 만든 바구니, 대나무 차뜨개, 

비씨커피 | facebook.com/Bicicoffee
자전거, 핸드드립 커피바, I ride coffee bar, 로스터, 바리스타, 수동그라인더, 홈로스팅, 더치커피

강정평화상단 | 8090698@naver.com
제주, 강정마을, 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도산 건조톳, 무농약 감귤, 도자기 목걸이, 돌고래 손바느질 인형

마리끌레르 | mkt2104@mckorea.com
패션매거진, 에코백, 마르쉐@의 친구



베이직하우스 | basichouse.co.kr
마르쉐@ 후원기업, 오가닉 의류 생산, 환경과 입는 사람, 만드는 사람 모두를 위한 오가닉, 마르쉐 마켓백, 커트러리 세트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 asiafairtrade.net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아시아, 베트남 북부 소수민족, 캐슈넛, 패션프룻 주스, 홍차, 커피

차마시는 사회 | facebook.com/groups/slowcha
우리차를 일상에서, 득량만 손다원녹차, 차(茶)장인, 자연농법, 아이스그린티, 스카이그린티, 말총 전통공예, 마미체 차거름망

매드커피로스터스 | Dsong1984@gmail.com
최근에 수확한 생두, 재배자를 아는 생두, 로스팅, 드립커피, 냉침커피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 www.fairtradegru.com
공정무역, 여성생산자의 전통기술, 수공예, 친환경 의류, 리빙용품, 손베틀직조가방, 네팔수공예인형, 아유르베다 천연비누



마르쉐@ 손님
장바구니와 개인식기, 볕이 좋은 날엔 피크닉 매트까지 

챙겨들고 마르쉐@을 찾는 음식남녀들.

새로운 도시공간을 즐기고 생산에 동참하는 문화창

조자, 공간향유자, 대안적 삶 모색자, 윤리적 소비자...

보는 이들의 시선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마르쉐@ 손님들은 차려진 식탁 앞에서 음식과 

관계의 소중함, 생명에 대한 감사를 느낍니다.

“반갑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릇 보증금도 내야 하고, 식사가 끝난 그릇은 돌려주러 가야 
하고, 노천의 땡볕 아래 긴 줄도 서야 하지만, 장바구니와 식
기, 매트를 챙겨와 천천히 움직이는 마르쉐@의 시간 속으로 
스며든 손님들.





마르쉐@ 농부워크숍
농부와 요리사, 판매자와 손님이 서로 배웁니다. 

농부는 요리사에게 재료를 가공하는 법을 배우고,

요리사는 농부에게 재료가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맛이 다른지 배웁니다.

농부와 요리사가 손을 잡고 함께하기도 합니다. 

 



2012 
10/07
프레마르쉐@문화역서울284
병절임 토크&워크샵

일본 치바현 ‘도레미팜’ 타카다 농부

10/13
노민영의 푸드토크

마르쉐친구들과 함께하는 맛이야기 

11/10
노민영의 푸드토크

그람모

2013 
02/02
노민영의 푸드토크

함양 마용운 농부의 사과농사 이야기 

10/13
김포 이숙자 농부의 늙은 호박 이야기와 요리

11/10
벽제 이근이 농부의 토종개성배추 이야기

2014
02/09
장흥 김혜경 농부의 토종콩 이야기

03/09
홍성 홍수민 농부의 자연유정란 ‘소소란’ 이야기
일본 도레미팜 타카다 농부의 달걀마요네즈 시연

04/13 
홍성 임영택 농부의 딸기 맛 이야기

05/11
장흥 허인숙 농부의 장흥 돈차 워크숍

06/08
횡성 윤종성 농부의 제철꾸러미 이야기

07/13
군포 정용수 농부와 빵굽는 햄냥의 밀 이야기

09/14
홍성 금창영 농부의 함께짓는 자연농 이야기

10/25
홍성 우제송 농부의 밤농사 이야기 



마르쉐@ 살림워크숍
내 손으로 만들어 쓰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소품, 살림살이 워크숍을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합니다.

 2014/04/13 
뜨거운 햇살 아래 촉촉 알로에 수분크림, 자외선차단 선스프레이 만들기

2014/05/11
부엌선반에서 빌려쓰는 친환경 세제 만들기
채소, 과일 씻기, 설거지, 욕실 청소에 사용하는 다목적 세제

2014/06/08
에코여행의 필수품 수저 젓가락 주머니 만들기
젓가락, 숟가락 또는 포크를 넣어다니는 다목적 주머니

2014/07/13
여름을 위한 모기퇴치제와 버물리 만들기

2014/09/14
쉽고 건강하게! 생활세제 100% 활용법, 친환경 생활세제 세트: 과탄산나트륨, 소다, 구연산

2014/10/12
커피 한잔의 여유, 한땀한땀 나만의 커피 융 필터 만들기
이보라의 꼬물꼬물 다회용 천 필터 만들기와 칠월표 핸드드립 커피





마르쉐@ 음악가들
휴일 한낮의 장터를 바람처럼 향기처럼 

환영의 인사처럼 껴안아주던 

마르쉐@의 음악가들.

 “정말정말 감사했습니다.” 

“ 앞으로도 함께해요.”

 



05/11 
마르쉐@혜화동

노래하는 삼군

07/13 
마르쉐@혜화동

제주에서 노래짓는 윤영배

09/14 
마르쉐@시민의숲

이한철

10/12
마르쉐@혜화동 2주년 특집 공연 

“오김시대“X 예술가의집
김사월X김해원, 삼김시대
(김태춘X김일두X씨없는 수박 김대중)

10/25 
마르쉐@시민의숲

평화를 노래해..봄눈별

2012
10/13
복태와한군, 알렉스

11/10
싱어송라이터 ‘강아솔’의 
작은노래공연

12/08 
이랑밴드

2013
02/02
화분

04/27 
마르쉐@서초구청 

이한철, 빅베이비드라이버

05/12
마르쉐@혜화동

집시 앤 피쉬 오케스트라

06/02
마르쉐@서울광장

감성폭풍삼바 밴드 ‘화분’

06/09
마르쉐@혜화동

우쿨렐레 듀오 ‘하찌와 애리’

07/14
마르쉐@혜화동

제주에서 농사짓는 ‘이발사’ 
윤영배

09/08
마르쉐@혜화동

남도 로컬 뮤지션 김태춘

10/13
마르쉐@혜화동

원펀치, 가을방학

11/10 
마르쉐@혜화동

사려깊은 음악가 ‘김목인’

2014
02/09 
마르쉐@혜화동

뮤지션 김거지

03/09 
마르쉐@혜화동

시간여행 걸그룹 바버렛츠

04/13
마르쉐@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 흐르는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마르쉐@ 서포터즈
일회용기 없는 시장, 스스로 여는 시장, 마르쉐@을 위해 수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손자뻘 자원활동가와 할머니뻘 자원활동가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주차 안내, 출점팀의 짐 날라주기, 접수대에서 안내하고 정산하기, 식기대여 시스템 운영하기, 

손님이 사용한 그릇 회수하여 설거지하기, 공연장 돕기, 장터 쓰레기 치우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에 크고 작은 손길을 보탭니다.

마르쉐@ 앞치마를 착용하고 장터 이곳저곳에서 바삐 움직이는 이들과 마주치면

손을 들어 인사해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취업준비생, 한의사, 홍보마케터, 의류회사, 영업직, 연구원, 디자이너, 문화기획, 
프리랜서, 활동가, 공무원, 교사, 대안학교 교사, 주부 들이 마르쉐@ 서포터즈로 참여하셨습니다. 



마르쉐@ 서포터즈 우리 
마르쉐@ 자원활동에 보람을 갖고 매번 참여하시는 단골 자원활동가들을 

각별히 ‘마르쉐@우리’라는 이름의 서포터즈로 모셨습니다.    

2013.06 ~ 2014.07 
1기  마르쉐@우리 김가윤, 김선경, 김성하, 김혜진, 백상운, 신예지

2014.09 ~ 2015.07 
2기  마르쉐@우리 김수정, 김연우, 김영숙, 오수빈, 이벙글, 전은지, 채승한  

 



<사진삽입>



마르쉐@ 출점팀 커뮤니티
뒷풀이 마르쉐@ 출점팀은 매번 장터를 마친 후 뒷풀이를 갖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준비해 내놓는 맛있는 
음식들과 농산물들이 그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가져온 음식을 나누며 농부팀, 요리팀, 수공예&

이벤트팀이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계절모임 마르쉐@는 1월과 8월 휴장하고 쉬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더 나은 마르쉐@
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체 출점팀들이 함께 모여 그간의 마르쉐@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합니다. 





마르쉐@ 만드는 사람들

김건태, 김종범, 박경옥,이신혜, 이혜연

nonamenoshop@nonamenoshop.com / www.nonamenoshop.com

디자인을 통한 삶의 변화와 소통을 시도해온 디자인그룹.

마르쉐 키트(판매대, 식음료테이블, 설거지대, 물자리, 불자리 등)와 

장터 기물을 디자인하고, 매회 공간설치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노네임노샵

사람들이 서로 만나 원하는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지금 

마르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집기들이 활기차게 시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





마르쉐@ 만드는 사람들

imredtulip@gmail.com / www.redtulip.1px.kr
마르쉐@비주얼 아이덴티티 디자이너 

마르쉐@CHECK(심볼), 마르쉐@CLOTH(보자기)와 마르쉐@포스터 

마르쉐는 COMMUNICATION, 펼쳐지는 장입니다.

마르쉐@CHECK(심볼)는 회색 도시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리듬에 맞춰 

연주하는 유쾌함이며, 마르쉐@CLOTH(보자기)는 그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펼쳐놓고 담아 갈 수 있는 기쁨입니다.

 Redtulip 이경화

마르쉐를 통해 만나는 많은 사람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마르쉐에서 삶의 맛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





마르쉐@ 만드는 사람들

kosangsok@gmail.com

서울에 거주하며 마르쉐의 사진기록을 돕고 있습니다.

 고 상 석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마르쉐와 함께 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저에게 있어서 항상 고민되는 것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본 시선이 곧 마르쉐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쉐에서 주어지는 빈 테이블은 참가자들의 애정으로 채워집니다. 소품 하나하나에 담

겨있는 정성 들인 시간들과 판매자 분들을 직접 만나 기록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경험이

었습니다. 언젠가 마르쉐@가 사라지더라도 그 마음은 계속 되겠지요. 마르쉐@를 오고간 

모든 분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디가 되었든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서 마르쉐@는 계속되겠지요. 

무례한 저의 카메라에 담긴 모든 분들과 음식들과 물건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



마르쉐@ 만드는 사람들

paul0328@hanmail.net

전기 배선과 공급, 온갖 장비들 설치, 공연장 음향 엔지니어링... 마르쉐@ 장터의 해결사들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즐기면서 그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쉼을 누리는 것이 목표이며

가난한 예술가들도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휴매니지먼트

마르쉐에 가면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고 정이 살아 있고 마음이 살아 있고 먹거리가 살아 있는

사람 사는 게 뭔지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늘 고맙고 늘 응원합니다. (장상욱 대표)“ ”



마르쉐 키트 테이블

▲  대나무채반 판매대

철제 프레임을 조립해 다리를 세우고 가볍고 둥근 대나무채반을 얹어 높낮이와 설치방법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게 한 판매대. 진열 품목과 공간에 따라 응용의 폭이 넓어서 두루두루 쓰입니다.

▶ 식사용 테이블과 판매대

낮고 긴 테이블을 펼치면 식사와 대화를 위한 공간에서 펼

쳐지고, 높고 작은 테이블은 출점자들이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데 쓰이며 손님과 마주보기에 적당한 높이와 크

기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은 접어서 수납할 수 있

으며 이동하기 쉽도록 가벼운 합판을 사용했습니다.  





▲  작은 물자리 

손도 씻고 입도 닦고 가벼운 세척을 할 수 있는 간이 물자리. 발펌프를 꾹꾹 

밟으면 아랫칸 물통의 상수가 끌어올려져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고, 사용한 

하수는 위칸의 물통으로 내려가 모입니다.

마르쉐 키트 물자리



▲  큰 물자리 

마르쉐에서 사용한 모든 식기의 설거지가 이루어지는 장소. 가볍고 큼직한 양푼을 

싱크볼로 쓰고 양옆의 테이블을 작업공간으로 배치했습니다. 수도물을 끌어와 선 

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해체하여 이동, 수납할 수 있습니다. 

  



마르쉐 키트 불자리

야외에서 한시적으로 열리는 음식장터에서 조리용 화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고 설치와 이동이 간편해야 하고 조리에 적합한 화력까지 갖추어

야 합니다. 이 모든 불가능한 요소들을 갖춘 최적의 시스템은 무엇일까? 고심 끝에 만들

어진 불자리 시스템입니다. 사용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2012.10.07 (일) 

‘프레마르쉐@문화역서울284’
‘프레마르쉐’와 ‘병절임 토크&워크샵’ 

2012.10.13 (토) 
마르쉐@혜화동 첫 오픈

2012.11.10 (토) 
마르쉐@혜화동

2012.12.08 (토) 
마르쉐@혜화동- 선물

2013.02.02 (토)  
마르쉐@혜화동- 복들임

2013.03.09 (토)  
마르쉐@혜화동- 씨앗장

2013.04.06 (토)  
마르쉐@ 신규출점 설명회(서교예술센터)

2013.04.14 (일)  
마르쉐@혜화동- 일요일

2013.04 .27 (토) 
마르쉐@서초 - 지구의 날

2013.05.12 (일) 
마르쉐@혜화동 - 풀

2013.06.02 (일) 
마르쉐@서울광장

2013.06.09 (일) 
마르쉐@혜화동 - 꽃

2013.07.14 (일) 
마르쉐@나눔장 - 여름방학
(우천으로 실내에서)

2013.09.08 (일) 
마르쉐@혜화동 - 열매

2013.10.05 (토) 
마르쉐@파주북소리

2013.10.13 (일) 
마르쉐@혜화동 - 한글

  2012.10
~2014.10

마르쉐 @

그
동
안



2013.11.10 (일) 
마르쉐@혜화동 - 발효

2013.12.08 (일) 
마르쉐@혜화동 - 뿌리 
(대학로 예술극장)

2014.02.09 (일) 
마르쉐@혜화동 - 콩

2014.03.09 (일) 
마르쉐@혜화동 - 씨앗

2014.04.13 (일) 
마르쉐@혜화동 - 봄나물 

2014.05.11 (일) 
마르쉐@혜화동 - 어린이

2014.06.08 (일) 
마르쉐@혜화동 - 꾸러미

2014.07.13 (일) 
마르쉐@혜화동 - 밀과 보리

2014.09.14 (일) 
마르쉐@시민의 숲 - 가을소풍

2014.10.12 (일) 
마르쉐@혜화동 - 땅

2014.10.25 (일)

마르쉐@시민의숲 - 열매 



마르쉐@ 키친워크숍
마르쉐@는 2014년, 비어 있던 재래시장 연남동 동진시장 안에 ‘마르쉐@키친’을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동

안 힘들게 공간을 만든 이유는 마르쉐의 이야기를 발신하고 싶다는 오랜 마음 때문이었지요. 

마르쉐@키친은 농부가 요리사에게, 요리사가 농부에게. 출점팀이 손님에게, 손님이 출점팀에게. 채소와 

요리, 음식과 재료에 대한 지식이나 이야기를 서로 배우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마르쉐@키친워크숍은 이러한 마음으로 마르쉐@에 출점하는 농부, 요리사, 수공예작가와 함께하는 자리

입니다. 장터에서의 짧은 만남만으로는 아쉬웠던 출점팀들의 이야기와 솜씨를 듣고 맛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4.02.20 (목) 

마르쉐@키친워크숍

 ‘집에서 쉽게 만드는 과일효소와 효소쨈 워크샵’

2014.03.27 (목) 
마르쉐@키친워크숍

 ‘꿈꾸는 고래 농사이야기-허브와 돼지감자 이야기’ 

2014.05.31 (토) 
마르쉐@키친워크숍

‘카와시마 요코의 풀 이야기와 요리’





마르쉐@ 이야기워크숍
“우린 어떤 밥을 먹고 살고 있나요? 어떤 밥을 먹고 싶나요?”

마르쉐@이야기는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먹거리와 나와의 관계를 천천히 되묻는 작은 대화의 마당입

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마르쉐@가 장터를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것들을 되짚어보고 나누

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먹거리를 둘러싼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다른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출점팀, 손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나눕니다.

 

2014.03.05 (수) 

마르쉐@이야기

“카페 슬로 이야기” 

2014.03.26 (수) 

마르쉐@이야기
<먹는 밥, 말하는 밥> 첫번째

 “세계의 먹거리 이야기”

2014.04.23 (수) 

마르쉐@이야기
<먹는 밥, 말하는 밥> 두번째

 “로컬푸드 이야기”

2014.05.28 (수) 

마르쉐@이야기
<먹는 밥, 말하는 밥> 세번째

“세계의 파머스마켓 이야기”

2014.06.18(수)
 마르쉐@이야기
<먹는 밥, 말하는 밥> 네번째

“음식시민 이야기”





마르쉐@ 농가행
마르쉐@는 2014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출점팀, 자원활동가, 손님들과 함께 시장에 참여하는 

농부들의 생산지를 방문합니다.

농부들의 농사이야기도 듣고 직접 생산과정을 눈으로 보고 맛보고 배우는 시간이지요.

내가 먹는 것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장터에서 농부님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접

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또한 농부님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 혹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농부로서 마르쉐@ 참여하는 

일은 어떠한지 등 가볍지 않은 많은 얘기들을 나누며 일손을 조금이나마 보태보기도 하고, 

푸짐한 농부의 밥상도 맛보고 옵니다. 함께 돌아오는 길에는 하룻동안 함께한 여행지기들

과의 뒷이야기가 이어지지요. 그것은 농부의 삶과 소비자인 우리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

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농부의 생산지에서 직접 농부들의 삶을 마주하는 일, 마르쉐@를 시작한 이유이자 목적인 

얼굴을 아는 시장을 만들자는 약속을 이행하는 한 방법입니다.

2014.03.17 (월) 

마르쉐@농가행

홍성

2014.07.01 (화) 

마르쉐@농가행

가평





한달에 한번, 둘째 일요일, 마르쉐@혜화동은 서울 도심 속 대

표적 휴게공간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예술가의집에서 열

립니다. 이를 위해 종로구청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간을 

지원하고 기업의 후원, 민간단체와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자

발적 시민시장의 싹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정성으로 현재 마르쉐@혜화

동은 매회 3,000명 내외의 시민이 방문하고, 60개팀 180여명

의 출점자, 2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지원네트워크 등 200여 

명이 참가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공공지대에

서 시도되는 새로운 공유가치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
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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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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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와 협약을 

체결하고 마로니에공원을 개최장소

로 지원하고 있는 종로구는 마을공

동체와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관내 

도시농업 활동을 북돋는 일을 적극적

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부터 농사짓는 대학생 연

합동아리 ‘인텔리겐치아’와 도시텃밭 

조성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동아리 회

원들의 경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르쉐@혜화동의 출점팀이기도 한 

인텔리겐치아는 종로구 무악동 텃밭, 

행촌동 희망텃밭에서 화학비료와 농

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관내 농부시장인 마르쉐@혜화

동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는 

선순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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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쉐@ WITH

마르쉐친구들

이보은+송성희+김수향+김송희+배지선

“시작은 이 사람들의 숙덕공론이었다. 동네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이곳에서 난 소박하지만 건강한 채소

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손으로 만든 접시에 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보면 참 재미있겠다 싶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슬로 라이프에 관심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번 모여보기로 했다. 그리

고 그곳은 마르쉐@가 되었다.”  - 마리끌레르 2012.11월호 

어느 봄날의 마르쉐@혜화동. 평년기온을 훨씬 웃도는 포근한 날씨에 패트병의 과일발효주스가 마구마구 팽창하여 ‘펑’ 하는 
폭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장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마르쉐친구들이 소리가 난 곳으로 0.1초만에 모여들어 
일사불란함을 확인한 기념으로 남긴 인증샷입니다. 왼쪽부터 김송희, 김수향, 김건태, 송성희, 이보은, 이신혜, 이혜연.



더베이직하우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캐주얼 브랜드 베이직하우스(www.basichouse.co.kr)는 2013년부터 마르쉐@를 후원해왔

다. 마르쉐@의 활동이 행복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베이직하우스의 기업이념과 일치한다는 판단으로 마르쉐@의 확산

을 돕고 있다.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진 여성활동가,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들어진 여성환경연대는 1,200여명

의 시민들과 함께 대안적인 환경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도심속 희망텃밭 만들기 활동과 더불어 마르쉐@를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 

종로구청

도시농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종로구청은 마르쉐@와 정식 MOU를 맺고 도시형 농부시장을 통

한 농부들의 자립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행복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가의집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옆에 있는 예술가의집은 예술을 만나고 실험하는 공간이다. 특히 예술가의 집은 마르쉐@혜화

의 공연을 기획하며 새로운 문화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마리끌레르

2012년 10월부터 마르쉐@와 함께해온 미디어그룹.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민감한 매거진이 제안하는 느리게 살

기”에 대한 관심으로 마르쉐@를 응원하고 있다.



마르쉐@ 사람들





마르쉐@이야기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가가 함께 만드는 도시형 농부시장

2012.10 ~ 2014.10

기획/편집 송성희 김송희 배지선

디자인 DESIGN anmasa 이유진 
사진 고상석

인쇄 정대호

발행 마르쉐친구들

발행일 2014년11월 1일

출점문의 marcheat@naver.com

www.facebook.com/marchewithseoul

www.marcheat.net

후원 종로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