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쉐@이야기
농부와 요리사와 수공예 작가가 함께 만드는 도시형 음식장터





마르쉐@

   marchè [maʀʃe] 
   프랑스어. 명사. 

   1. 매매, 거래  2. 장, 장터

시장이란 뜻의 ‘마르쉐’에 장소 앞에 붙는 전치사 at(@)를 더하여 동네마다 열리는 작은 장터이고자 함. 

2012년 10월 13일,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앞마당에서 <마르쉐@혜화동>으로 시작.

기르고 먹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농부, 요리사, 수공예 작가 등의 음식남녀가 모여 만듬.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믿고 안심하고 사고파는 장터.



마르쉐@
만납니다.

마주봅니다.

눈을 맞추면 

안심과 고마움이

오고갑니다.



마르쉐@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길렀는지 

어떻게 요리하여 이 맛이 나는지 

어떤 이의 손길이 

무슨 마음으로 만든 물건인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웃습니다. 



마르쉐@
동네에서 살기
세상에 나설 준비를 하는 청년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는 없을까 궁리하고 있는 이들, 

손맛 좋기로 소문난 살림꾼, 회사원, 디자이너, 사진가, 

여행작가, 연극배우, 문화기획자...

마음속 꿈과 열망, 하는 일과 사는 곳은 다르지만 

마르쉐@에서는 오로지 농부, 요리사, 수공예가입니다. 

마르쉐@에서 이 도시의 시민들을 손님으로 만나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삶을 나눕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마르쉐@
공원에서 놀기
휴일 한낮 햇빛 아래 졸기, 산들바람, 

풀냄새, 소풍, 까르르 소리내서 웃기, 

보사노바 템포의 산책, 

마주보고 천천히 오래 먹기...

서울의 구석구석, 

우리동네 작은 공원과 놀이터에서 

슬렁슬렁, 이렇게 놀고 싶습니다. 

솜씨자랑, 인심자랑을 하면서 

이 도시의 빈 공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마르쉐@
농부
도시농부 로컬파머

서울 로컬푸드의 맛

귀농한 소규모 농가의 서울 나들이

서울의 이곳저곳, 홍대텃밭다리와 문래도시텃밭, 

암사동, 성북동과 부암동, 노원, 노들섬의 도시농부

들이 생산한 각종 채소. 

광명, 김포, 과천, 용인, 일산, 벽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된 계절 채소와 유정란, 땅콩, 

수수, 율무, 감자, 옥수수. 

홍성, 문경 등으로 귀농한 농부들이 소소하게 길러온 

사과, 배, 곶감, 딸기, 밤, 유기축산 치즈. 

당신들 덕분에 서울 로컬푸드의 맛과 당근 잎과 

뿌리째 달려있는 땅콩다발의 아름다움과 밭에서 온 

온전한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쉐@
요리사
농부가 기른 재료와 만나 태어난 

몸이 즐거워지는 음식

계절의 맛과 만든 이의 정성으로 

향기로운 음식



텃밭채소 모듬비빔밥, 옥수수범벅, 시래기주먹밥, 우거지비빔밥, 

텃밭채소와 검은깨 드레싱을 얹은 샐러드, 햇배로 만든 음료와 

한국의 전통 발효 방법을 이용한 잼과 과일차, 빵에 발라 먹는 

사과버터와 초콜릿, 온갖 채소 병절임, 브라우니와 사과케이크, 

바질주스, 토종 앉은뱅이밀에 직접 키운 발효종을 써서 구운 빵,

3년 묵은 된장과 국간장, 사찰음식 핑거푸드, 헝가리 스프 굴라시, 

애플사이다, 장아찌, 생강시럽, 단호박수프와 치아바타, 

파운드케이크, 강판에 갈아 부친 감자전, 

현미오니기리와 미소시루...

그동안 마르쉐@혜화동에 등장한 음식을 꼽아보니 미처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제철의 식재료로 계절에 맞는 음식을 연구하여 매번 

새롭게 선보이는 마르쉐@ 요리사님들. 

그동안 참 맛있었습니다. 



마르쉐@
수공예작가
음식의 맛을 북돋고

먹는 공간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깎고 꿰매고 빚고 잘라 만듭니다. 

재료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귀하게 보듬어 만듭니다. 

아끼고 오래 쓰는 생활의 우아함을 

되찾아주는 물건을 만듭니다. 





마르쉐@
DEISGN & WORK

▼  마르쉐키트

마르쉐에서 사고팔고 조리하고 먹는 공간을 구성하는 마르쉐키트. 

야외장터에 맞는 이동성, 수납성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그룹 노네임노샵이 전국의 오일장과 재래시장을 구경하

고 다른 나라의 파머스마켓을 참고해서 마르쉐키트 디자인을 완성

했습니다. 오일장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크고 작은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옹기종기 펼쳐놓는 기술이 마르쉐 디자인에 반영되었습니다.



◀ 마르쉐체크

하늘을 가로지른 노랑과 파랑의 긴 휘장 

‘마르쉐체크’는 이곳이 마르쉐@임을 나타

내는 상징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포스터나 

리플렛을 대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과 사람의 만남을 노랑과 파랑의 긴 선으로 

표현하고 젓가락행진곡 느낌으로 시각화

한 마르쉐체크는 디자이너 이경화(레드튤

립)가 만들고 노네임노샵이 설치합니다. 

◀ 마르쉐보자기

마르쉐보자기는 묶는 방법에 

따라 장바구니, 배낭, 앞치마, 

테이블보, 바닥깔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멀티’ 마르쉐 

생활 필수품이다. 

이또한 이경화의 디자인.



마르쉐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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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쉐키트 물자리



▲  큰 물자리 

마르쉐에서 사용한 모든 식기의 설겆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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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쉐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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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쉐@
일회용 안 쓰는 

쓰레기 안 만드는 

식기 재사용 시스템



그릇 빌려주고

다 쓴 그릇 돌려주고

싹싹 씻어 다시 빌려주고

마르쉐@에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설거지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묵묵한 

노동으로 쓰레기 없는 마르쉐@가 운영됩니다. 

장터에서 설거지하는 이분들을 만나면 감사의 

눈빛 한번씩 쏴주시기 바랍니다. 

빌려주고 돌려주는 과정을 번거롭다 하지 않고 

흔쾌히 참여해주신 판매자와 손님들, 우리 모

두에게 ‘참잘했어요’를 백만 개 드리고 싶습니

다. 감사합니다.



마르쉐@
음악

Nelson Riddele - Uptown Dance
João Donato - Chorou, Chorou 
Jane Birkin - Home
John Valenti - Stephanie
Hurricane Smith - That Girl
Batteaux - Tell Her She Is Lovely
Nara Leão - Donzela
Bill Evans - The Dolphin, After
Eternity’s Children - My Happiness Day
Grady Tate - Follow The Path
Mel Torme - Moon Song
Samantha Sang - Emotion
Lulu Gainsbourg - L’Eau A La Bouche
하치와 애리 - 차라도 한 잔

John Howard - Kid in a Big World



영국속담에 3월은 사자같이 왔다 양처럼 떠난다 하던데, 올봄은 사자같이 왔다 사자처럼 가려나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봄은 봄. 유난히 봄의 맛이 그리운 시점이다. 검은깨와 전분을 풀고 새우로 육수를 

낸 후 꾸덕꾸덕 말린 호박을 넣은 ‘말린호박검은깨죽’에 봄동 겉절이와 천도복숭아 효소를 써서 은근한 

단맛을 낸 연근조림이 제격이다. 

엎드린 갯벌도 맛있다는 서대는 뫼니에르로 만들어도 좋지만 이 계절엔 그냥 고추장 양념 치덕치덕 발

라서 맛있게 굽는 것이 좋다. 달콤.고소.짭조름.담백.고소한 한끼 식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물론 아래 음악을 켜놓고서 함께 먹어야 한다. 

제철의 미각과 음식남녀들의 대화에 음악이 빠질 수는 없어서 마르쉐@를 주제로 한 비정규 컴필레이션 

음반을 편집했다. 

지금까지 CD 10장 분량이 만들어졌고, 마르쉐@혜화동의 사운드트랙으로 쓰이고 있다. 평소에는 

http://8tracks.com/bandiera-music/ascenseur-pour-la-marche-vol-1에서 들을 수 있다. 

만든이: 박주혁. 인디레이블 <반디에라뮤직> 대표



마르쉐@
음악가들
복태와한군, 알렉스

강아솔

바유

이랑밴드

화분

빅베이비드라이버

....



마르쉐@
푸드토크
대안 식생활 교육과 음식 이벤트를 기획하는 노민영(푸드포체인지 대표)이 마

르쉐@의 농부, 요리사들을 만나 음식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마르쉐@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거리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세상에 이야기가 있는 음식, 철학이 있는 음식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르쉐@
PEOPLE

| 농부
문래도시텃밭|공경민,이한솔,말랑씨,강내영|허브씨앗과 열무, 허브솔트, 딸기화분, 감자양파스프,배추전,딸기모종,바질씨앗

벽제농부|안병덕|단호박,알타리,고구마,땅속 저장 야콘

광명텃밭보급소|양인자|텃밭채소,수제연잎차,우거지,수제연뿌리차,간장절임

학생농부|박민하|텃밭채소

암사동짚달걀|김의숙|마늘고추장,상추,부추,짚달걀,말린나물,푸성귀,비즈악세서리, 집된장,팥,콩,팥죽,떡볶이

아름다운채소가게|김종걸|무말랭이,대홍시,채소,얼가리,호박,열무,방아,과일말랭이,생강차

홍대텃밭다리|박정자,김태균,유자매(은영&미영),하정미|수세미효소,달고나,화분,허브소금,파슬리가루,허브티

텃밭멘토이랑고랑|박영란|말린나물,열무

더초록 오류동텃밭채소|조미순|결명자,목초액,수세미비누

남양주농부|이장욱|상추,오이,애호박,토마토,고추

차차로의 귀한농부|황현섭,윤순자,구정현|홍다래,귤정과,무농약한라봉,감귤주스,귤칩,쨈, 왕참다래,천혜향,비가림귤

파릇한절믄이|나혜란,김은향,이혜나,강보미,전병수,서수영|샐러드채소,고구마빵,봄맞이 모종만들기 체험, 모종 테이크아웃

다정한 영자씨|김성은|배추,무우,3년 묵은 된장과 국간장

자연애플농장|마용운|후지사과,사과즙,사과잼,감(홍시)  

파머스파티|한지인|사과,사과주스,애플버터,애플버터토스트 

감자씨와 고구마양|김남희|맛살라짜이,쿠바 모히토,뱅쇼,인도 짜이,홈메이드 유기농 스콘 

시은이네 유기농밥상|이희승,하정미|시은이네 외갓집 텃밭재료를 이용한 배추겉절이,도토리묵,도토리,묵가루

노들섬텃밭채소|김진아,서명갑,김희수|말린호박,고춧이&말린고구마줄기,쌈채소,홍당무,곰취,쇠비름효소

노원채소|김진|고구마,늙은호박,수세미,핸드메이드장갑

김포농부 이숙자의 핸드마켓|이숙자,사토게이코,이화령|친환경고구마,군고구마,고구마쫀드기,친환경 고춧가루,콩떡,인절미

홍동아즈매들|작은산(한길순),김연화|된장,고추장,장아찌,리코타치즈,요구르트,채소들과 잡곡류,딸기,밤



|요리사
조이플|이정화,김미진|과일차

레슈바빈|박용래,오러르,박미진,신철희|채소쥬스,유럽채소 스프

인시즌|김현정,이소영|배주스,오미자배주스,효소,식초,파이,오미자시럽

은혜갚은농부|태지|장아찌,효소,말린나물

그람모|최병구,강미선|스콘,상그리아,홈메이드소스,무방부제 과일잼

sweet studio DAL:D|조은이|케익,<자연애플농장>사과로 만든 애플카스테라

yona’s kitchen|요나|야채키쉬,단호박두부푸딩파이, 밤머핀

empty|권애리|바나나아이스크림,탠저린진저주스,아몬드버터,아몬드밀크

whole*istic|수지|비건 로푸드 디저트, 에너지 볼, 홀푸드

아라리요|한경희,유은아,홍윤주|감자전,산나물떡,음료

파머스파티|한지인|애플버터,토스트,사과

ㅂㅂㄹㄷ|하미현|사찰음식 핑거푸드,손으로 먹는 사찰음식, 팥라떼

생강|이선화,전지향|라자니아,글루와인

김현지|바질페이스트,포카챠

카페수카라|우이 히로미,하연선,쿠리하라 마미,손미훈|로컬야채스프,주먹밥

도레미팜|타카타|투톤쨈,로컬야채피클  

더스틴|산에서 직접 채취한 자연산 생잣과 구운 잣,스위트 바질오일

노멀사이클코페|전진규|핸드메이드 커피백과 커피 

Vegan&Macro Cooking studio|이윤서&강대옹|달달버거 

구루메 레브쿠헨|나카가와 히데코,이현정|즉석파예야,레몬파이 

cafe EAT|이지희,이인숙|애플사이다,뿌리채소 병절임,장아찌,생강시럽

밀휘오리|키노시타 타이,엄은경|뿌리채소와 함께 먹는 미트소스

베이커스딜라이트허|챠쿠리|천연효모빵,천연효모빵

오월의과일상자|이명은|과일잼,과일차

비터스윗나인|초콜릿,초콜릿드링크 

은수저 과자집|이현정|사과홍차케이크,쑥통단팥머핀,한라봉아몬드

빵굽는소녀 햄냥|김현지|우리밀포카치아,우리밀루스틱,우리호밀빵

주아니 약식|박주안|웰빙 약식 케이크,미니 한과

한성별식|이지희,송지경,하정|더덕고추장,나물,현미비빔밥

|수공예작가
굿핸즈굿마인드|조남룡|치즈도마,나무접시

水야|김소형|생활도자기

에토프|이나영,우승민|앞치마

이노주단|오인경|한복자투리천소품,수저집,주머니,보자기,북마커,컵받침

노리|기무라 노리꼬|손뜨게 코스터

뜨주|김주|니트 

ah studio|이현아|생활도자기,꽃,생활소품

모리스가든|이기숙|허브모종,꽃(생화), EM활성액, 지렁이분변토

마음은콩밭|박열음, 김희|샐러드소스,업사이클링 수세미, 티코스터

아이미마인|임지영|천연소이왁스캔들,유기농바질씨앗

전지향|담요,린넨에이프런, 키즈에이프런, 시장가방, 생활자기



마르쉐@
WITH

<마르쉐친구들> 이보은+송성희+김수향+하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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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손으로 만든 접시에 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모

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보면 참 재미있겠다 싶었다. 그

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슬로 라이프에 관심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번 모

여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은 마르쉐@가 되었다.”

 (마리끌레르.2012.11월호) 

더베이직하우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캐주얼 브랜드 베이직하우스(www.basichouse.co.kr)는 2013년 마르

쉐@를 후원한다. 마르쉐@의 활동이 행복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베이직하우스의 기업이념과 일치

한다는 판단으로 마르쉐@서초를 공동개최하기로 하는 등 마르쉐@의 확산을 돕고 있다.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진 여성활동가 ,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

들어진 여성환경연대는 1,2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안적인 환경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도심속 희망텃밭 만들기 활동과 더불어 마르쉐@를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 

아르코미술관/예술가의집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옆에 있는 아르코미술관과 예술가의집은 예술을 만나고 실험

하는 공간이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르쉐@혜화’ 

와 함께하고 있다.

마리끌레르

2012년 10월부터 마르쉐@와 함께해온 미디어그룹.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민감

한 매거진이 제안하는 느리게 살기”에 대한 관심으로 마르쉐@를 응원하고 있다.



마르쉐@이야기
농부와 요리사와 수공예 작가가 함께 만드는 도시형 음식장터

발행 마르쉐친구들(이보은,송성희,김수향,하연선) 

www.marcheat.net  www.facebook.com/groups/marche.korea

기획/편집 송성희  디자인 이유진(디자인안마사) www.anmasa.co.kr 제작 정대호(소다프린테크)

후원 더베이직하우스

*마르쉐@이야기는 앞으로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어 마르쉐@ 사람들 소식을 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