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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계획

 ◾ 연수개요
 ◾ 연수 기관소개
 ◾ 방문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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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연수역할

한영미 오가니제이션요리 연수 총 기획 및 현지 네트워크, 전환 식당의 콘텐츠 구축

이선숙 오가니제이션요리 연수프로그램 실무담당

이혜경 슬로비생활 재무 및 매뉴얼 작업

김현자 슬로비생활 전환음식 현지 교류 및 제로웨이스트 등의 실험적 사례 학습

강은경 스몰바치북스 통번역, 현지 사전 교섭 및 섭외, 네트워크

1. 연수계획

 1) 연수개요
   

  ① 연수주제 : 전환교육과 에너지자립식당 준비를 위한 전환마을 기반의 교육 
      현장 및 레스토랑 탐방

  ② 연수기간 : 2016년8월1일 ~11일(12일)

  ③ 방 문 지 : 영국 / 런던, 토트네스, 루이스, 브라이튼

  ④ 연수목적 

  - 슬로비의 2.0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식당 슬로비’의 준비를 위하여 전환마을 실험이      

      선행된 영국의 선구적이면서 대표적인 지역과 레스토랑 및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학습함

   - 공동체 기반의 직업교육과 일터 또는 일자리 사례를 통하여 자립의 구체적 모델 학습

   - 오가니제이션 요리 설립 당시 롤 모델이었던 제이미올리버의 ‘피프틴’, ‘워터하우스’ 탐방을 
     통해 피프틴의 어제와 오늘을 배우고, 영셰프스쿨의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함

  ⑤ 연수목표

  - 현장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직업교육 시스템 탐방을 통하여 영셰프스쿨의 교육과정과 2016   

    년도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Sharing School의 교육체계 보완

  - 펠릿, 커피찌꺼기, 바이오 디젤 등의 신소재 에너지의 성공적 적용 사례 파악 및 슬로비 적용  
 가능한 소재 발굴 및 도입

  - GMO, 방사능 오염 등에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음식으로서의 전환음식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슬로비 매장 및 청소년 요리 교육에 적용

  - 연수 이후 월 1회 전환음식 개발과 워크숍 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⑥ 연수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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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전환마을)

 브라이튼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의 
중세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작은 마을. 
Lewes Found 라는 지역화폐를 쓰고 
매 달 첫째주 토요일에 농부시장이 열
린다. Lewes Found는 루이스마을의 
마을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화폐로, 루
이스 파운드를 취급하는 전용 은행이 
있을 정도로 마을 내에서 활성화 되어 
있어서 지역화폐의 성공사례로 탐색해 
볼만 하다.  토트네스의 경우처럼 지
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주민자
치활동이 열린다. 지역 양조장, 지역 
구두가게 등 프랜차이즈가 아닌 로컬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다. 루이
스 마을의 지역 식품은 지역 농민을 
포함한 약 100명의 사람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식품 가격 
상승이나 식량 부족이 아니라 모두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삶의 탄력
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한다.

  ⑦ 연수내용 

  -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목적사업인 청소년 요리대안학교 <영셰프스쿨>과 친환경 외식  
    업 <슬로비>의 2016년의 사업 목표인 ‘경쟁하지 않는 자립’의 시작으로 공동체 기반의 영국의 대  
    표적인 전환마을을 탐방한다.

  - 대표적인 Transition Town인 토트네스(TTT), 루이스마을(TTL), 브라이튼(TTB)으로부터 공동체  
  시작과 과정, 실험의 시행착오, 전환교육과 에너지자립의 성공적 사례를 학습함과 동시에 대표  
  적인 전환식당을 집중적으로 탐방하고, 전환음식상호 워크숍과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 향후 지속  
  적인 교류를 위한 관계를 맺는다.

  - 영셰프스쿨의 롤모델인 제이미올리버의 피프틴과 워터하우스를 방문하여 그들의 레스토랑 서  
  비스를 체험하고, 교육시스템의 긍정적 사례를 학습하여 영셰프스쿨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시  
  범 적용한다.

2) 연수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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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전환마을)

 루이스, 토트네스만큼 유명한 전환마
을 중 한 곳.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해안도시로 영국 최초의 
zero-waste restaurant인 Silo 등 
다양한 로컬푸드, 오가닉/ 채식레스토
랑 카페, 지역물건만 취급하는 로컬수
퍼마켙들이 즐비하다. 매 주 도시 곳
곳에서 앤틱시장, 물물교환장터, 농부
시장 등 다양한 지역페스티벌이 열리
는 영국에서 가장 축제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사일로
(zero-waste
restaurant)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는 식재료와 조리법을 선택하고, 발
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농산물을 생산
에 쓰이도록 퇴비로 만들어 순환시키
는 컨셉을 시도한 영국 최초 제로웨이
스트 레스토랑.
‘REUSE REDUSE SHARE REPEAT’
를 내걸며 재사용, 절약, 공유, 반복을 
강조하고 있다. 

39 Upper Gardner Street, North 
Laine, Brighton, BN1 4AN  Tel. 01273 

674 259  contact@silobrigh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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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방문내용 비고

8월 1일(월)
인천공항 출발
영국 런던 도착

런던으로 출발 (LH 14:35)
런던 도착 (20:40) 후 숙소로 이동

cab이용
숙소 : Central Hoxton Shoreditch (5인실)

8월 2일(화) 런던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 시장 
버로우 마켓 (Borough Market)탐방
워터하우스 방문
피프틴 방문

버스이용

8월 3일(수)
런던 

 

토트네스 도착 
마을 탐방,  지역 레스토랑 방문 GWR 이용

(3h소요)
숙소 : 게스트하우스  The Old Forge (2room)

8월 4일(목) 토트네스

 마을투어 (TTT 매니저 ‘할’)
 트랜지션타운 토트네스 오피스 방문

◉ 전환음식 워크숍 
  : 성북슬로비 셰프 & 토트네스 주민
   (주민들과의 파티 & 네트워킹)

8월 5일(금)
토트네스 

브라이튼 

 토트네스 농부마켓 투어
 유기농 농장 & 레스토랑 RiverFold 탐방

 런던 경유하여 브라이튼으로 이동

GWR 이용
(3h소요)

숙소 : Hove (airbnb) 홈스테이

8월 6일(토)
브라이튼
루이스

루이스 타운으로 이동
lewes farmer’s market 방문 
(local brewery, local restaurant bill’s 방문)
Cheese Please (지역화폐 이용 상점 방문)

브라이튼으로 이동
‘Brighton Pride 2016" 참여

8월 7일(일) 브라이튼
Laines Orgarnic Farm (Haywards Heath) 방문

 Garden Dinning  

8월 8일(월) 브라이튼
Zero Waste 레스토랑 Silo 방문 및 셰프미팅
The chilli pickle 인도레스토랑 탐방

8월9일~10일 브라이튼->런던
런던으로 이동, 시내 레스토랑 및 전문점 견학

숙소 : Kings Hotel (5인실)
8월11일~12일 런던-> 인천 런던출발 (LH 0712) 11:30 /  인천도착(8.12) 후 해산

3)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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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내용

 ◾ 전환마을 탐방
     1) 토트네스 
     2) 루이스 
     3) 브라이튼

◾ 전환레스토랑 탐방
    4) 피프틴 (Fifteen)
    5) 워터하우스 
    6) 사일로 (Silo)

 ◾ 전환음식워크숍
    7) 토트네스
     8) Laines orgarnic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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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길모어

2. 연수내용

들어가며.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전환을 준비하는 외식 기업이자 교육기관으로서 사람, 음식, 공
간, 에너지, 로컬푸드, 교육 등을 통해 시도되고 있는 영국의 다양한 전환의 움직임들
이 우리 식문화의 변화 또는 교육의 과제들과 어떻게 상호 연결 가능한지에 대하여 
탐색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적합한 전환의 연구와 구체적 실험으로 촉발시키고자 이
번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다.

1) 토트네스 : 마을은 언제나 작은 실험이다.

트랜지션 타운 토트네스, 이번 연수에서 가장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찾은 마을이
다. 전환마을을 연구, 실험하고 있는 국내 다수의 공동체들이 이미 다녀간 곳이기도 
한 탓에 토트네스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커졌고, 이번 연수에 가장 큰 기대를 건 
곳이기도 하다.

우리의 마을투어를 담당해준 ‘할’로부터 그간 
다녀간 많은 한국인들이 남긴 인상에 대해 여
담 아닌 여담을 나누었다. 수년 전 다녀간 어
떤 여자 기자(?)에 대한 기억 (아마도 녹색당 
이유진님인듯)에서부터 몇 해 전 다녀갔다는 
어떤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야기까지… 그 중 
베스트는 역시 ‘성미산’팀이었다고. 한국의 고
유명사는 좀처럼 기억하기 어려울 법한데도 
‘할’이 성미산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미산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역시나 좋은 태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워스트는 역시 그 공무원들이었다고!

우리는 이 작은 마을의 실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썼음에도 한편으로는 계속해
서 질문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환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태양광 패널
은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설치했는지, 로컬식당에서 음식과 더불어 시도하고 있는 에
너지 운동은 있는지….등등, 전환 운동의 ‘성과’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기대와 달랐다. 드문드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집들이 눈에 띄
긴 했으나 그 수가 기대보다 적었고,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실험을 하기엔 오래된 
마을에 낡은 가옥들이 많은 이유로 건물 자체에 하중이나 무리가 가는 실험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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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나마도 한 골목에 다섯 가구가 뜻을 모아 신청하면 태양광 패
널 설치를 지원해 줬다던 사업도 지원금이 끊겨 이미 오래 전에 중단된 상태였다. 기
대했던 로컬식당 공간에서의 에너지 실험은 전무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마
을 사람들이 전환운동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을지가 궁금했다. 그에 대한 
‘할’의 대답은, 몇 해 전 치렀다는 마을의 큰 행사에 마을 전체 인구의 약 20%(1,100
여명) 가량 참여했다는 가장 성과 높은 숫자의 기록이 전부였다. 

잠시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토트네스에서 무엇을 배워갈 것인가. 오래된 마을에 오래
된 실험으로 존속하고 있는 작은 마을일뿐인 것인가 등등…우리의 기대는 현실에 기
반을 두지 않았다. 막연한 동경과 이상적 기대로는 실체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시금 깨달았다. 

그러나 토트네스의 이야기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막연한 궁금증의 해소로서가 아
닌 작지만 현재하고 있는 ‘실체’를 보는 일이 더 중요했다. 미약한 듯 보 이지만 강한 
가치를 드러내는 작은 시도들, 실패했지만 그럴만한 과정을 통해 체화시킨 배움의 자
산들이 진실하게 다가왔다. 

 

실제로 우리 집 대문 앞 텃밭이나 화단의 작은 작물이나 꽃까지도 몰래 퍼가는 이웃
들과 함께 사는 우리는 그런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않을  뿐더러 상식적으로 납득하
기 어려워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내 것’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도시 곳곳에 있는 공공텃밭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
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시민 개개인에게 공모를 통하여 분양하거나 공공근로나 일용
직 인력들이 임금을 받고 경작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거리 곳곳에 있는 공공텃밭의 대부분은 ‘보기에 참 좋도록’ 잘 가꿔져 있다. 그것에 
비해 토트네스의 텃밭들은 그 규모도, 모양새도 기대보다 초라했다. 우리는 역시나 제
법 있어 보이는 규모와 매끈하게 잘 가꿔져 남 보기에 좋은 텃밭을 기대했던 것이다. 
우리는 ‘할’을 통해 토트네스 사람들의 태도와 마인드를 볼 수 있었다. 

Incredible Edible
   마을의 3곳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로 ‘식용텃밭’이다. 
격주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텃밭을 함께 가꾸고 너나 할 
것 없이 따 먹어도 무방하다. ‘자율성’을 기반하는 자율텃밭이라고나 할까. 

누군가는 심고 가꾸는데 누군가는 따먹기만 하는,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몰염치한 
인간사가 이 곳에서도 있을까 염려했으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
찮다’가 할의 대답이었다. 필요한 사람이 따먹도록 하는 것이 그 텃밭을 키우는 이유라
는 이야기다.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하든 아니든 관계없다는 말이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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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당하지 않게 더 가지는가에 대하여 전전긍긍하거나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초대하는 ‘긍정’의 마인
드! 개인적으로 토트네스에서, 토트네스 사람들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 
소박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바로 그것이었다.

‘할’이 들려주면 강조했던 토트네스의 전환운동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 
‘회복력(Resilience = Bounceback Ability 반응능력)’, ‘커뮤니티’, ‘지역화’ 

 큰 폭풍이 지나간 숲은 표면적으로는 파괴된 것으로 보이지만, 곧 다시 재생되는데, 
그런 재생의 힘이 곧 ‘회복력’이다. 즉 강한 충격이 회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심리 뿐 아니라 커뮤니티에도 적용된다. 변화가 필요한 커뮤니티에 충격
을 주고 스스로 회복력을 찾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석유파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근
원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비로소 에너지, 경제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은 결국 지역의 환경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지역 ‘커뮤니티’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 에너지, 경제 등의 자립모델을 만들어 가는 
‘지역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낙농업 규모가 축소된 후 가동이 중단된 유제품 가공공
장을 주민들이 매입하여 소규모 음식업을 위한 허브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음식업을 
하고 싶지만 공간이 없어 곤란해 하는 이들에게 공장건물 일부를 활용하도록 제공한
다든지 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그런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의 자립이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을까. 삶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시켜나가는가, 그 긍정적 의지가 중요하게 전해졌다.

오래된 마을인 만큼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전환의 시도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을 전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각들이 존중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을 토트네스 사람들은 선
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토트네스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더 나아지기를 
실험하는 진행형의 마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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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이스 : 작고 아담한 아름다운 전환마을

Lewes village, 수년 전 대안화폐를 조사했던 때부터 궁금했던 마을이다. 루이스 파
운드의 전용은행이 있을 정로로 지역 화폐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기억하던 루이스를 드디어 방문했다. 

마을은 아담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 간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작고 
예쁜 마을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마침 정기적으로 파머스마켓이 열리는 날이었
다. 로컬 파머들이 셀러가되어 직접 재배한 농산물들을 들고 나와 루이스 마을 한가
운데를 가로질러 차려진 마켓의 모습이 루이스 마을의 평화로움을 더했다. 

올해 초 개발하여 통용되고 있다는 앱을 통한 루이스 파운드 이용은 짧은 방문 시간 
탓에 더 깊이 있게 파악하진 못하였다. 다만, 파머스 마켓에서 만큼은 루이스 파운드
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루이스마을
의 여행자센터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여
행자센터 맞은편 치즈가게에서 루이스파운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정도의 정보를 얻고
는 우리는 치즈가게로 이동했다. 치즈가게의 점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루이스 파운
드 덕에 가게 홍보에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루이스 파운드를 이용하는 고
객도 있을뿐더러 오히려 기념품 삼아 파운드와 바꿔가는 고객도 있어서 루이스 파운
드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이스 파운드 운영 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정보, 정기적인 관리가 초
기에 비해 빈번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루이스 파운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운영본부에서 듣고자 했으나 우리의 방문일은 토요일이었고, 마켓에서 만난 
운영자 중 한 명으로부터 루이스 파운드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더 자세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컨텍포인트를 건네받고는 루이스 마을을 떠났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까지는 so far so good.
그러나 루이스 파운드는 어디로 향할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루이스마을 한 가운데에는 지역 맥주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양조장과 샵이 있었다. 지
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언제든 먹을 수 있고 지역의 레스토랑이나 펍
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부럽게 느껴졌다. 역시나 토트네스에서도 2L정도 
되는 맥주통 모양의 컨테이너를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고 조합원 대상으로 판매하여 
가정에서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에 지역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연수 내
내 꽤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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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 보다는 휴양도시, 브라이튼

마을이라 하기엔 10년 전 보다 두 배 가량의 인구가 증가한 28만의 도시 브라이튼. 

브라이튼 역시 전환마을을 표방하고 있어 여러 루트로 마을 차원의 전환운동 관련 접
촉을 시도하였고 중심부에 있는 Council centre에서 최선을 다해 정보를 찾아주려 
애썼지만 끝내 특별한 정보에 닿질 못하였다. 

다행히 만나고 싶었던 리얼정크푸드프로젝트는 SIRO의 더글라스 셰프로부터 실재함
을 확인하였고, 운영자를 알고 있다고도 했으나 비정기적인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터
라 실제 운영자를 우리의 방문일정에 맞추어 접촉하기는 쉽지 않았다. 

마을은 잘 구획된 도로와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특히 골목마다 특색 있는 상점
들이 즐비하여 쇼핑의 남다른 취향을 만족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옐로우 컨셉의 작은 
향신료 가게는 인도의 향신료부터 한국의 고춧가루까지 취급하고 있었고, 고추가루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양한 국가의 것을 진열해 두었고 소량으로 소분 판매하고 있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는 작고 예쁜 가게였다. 

한국인식당으로 보이는 비빔밥집도 있었으나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한국의 분식집 수
준의 가게랄까. 런던에 있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은 브라이튼에서도 거의 다 
볼 수 있을 만큼 관광도시임에 틀림이 없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마침 브라이튼 연중 가장 핫한 때인 게이축제와 퍼레이드가 열리
는 주말이었다. 브라이튼으로 가는 기차에 탑승한 젊은이들은 축제의 흥분으로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영문도 모르던 우리는 뒤늦게 알아차리고 무임 탑승하듯 영국의 젊
은이들의 들뜬 기분을 함께 훔쳤다. 주말 내내 축제를 도와주기라도 하듯 날씨는 쾌
청했고, 젊은이들의 열기는 주말의 끄트머리까지 계속 되었다. 

에어비엔비(Airbnb)로 투숙한 영국 가정집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warm하지 않아 약
간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지냈으나 다양한 시리얼과 토스트, 과일로 준비된 아침
식사는 매일 먹어도 만족스러웠고, 잘 가꿔진 정원과 주방, 거실의 분위기는 한 장의 
엽서처럼 돌아온 후에도 이미지가 떠오르곤 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날 기차역까지 손수 짐을 옮겨주던 주인아주머니의 사뭇 다른, 아
니 기대하지 않았던 배려에 오해 아닌 오해를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남긴 채 
브라이튼을 떠나왔다. 여하튼 영국 사람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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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이 처음으로 궁금했던 이유, ‘fifteen’

청소년의 요리교육과 자립이 소셜미션인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롤모델이었
던, 제이미 올리버의 ‘fifteen’. 피프틴을 방문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교육 기반의 창업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비로소 피프틴을 찾았다. 
2002년, 제이미 올리버라는 혁신적인 요리사에 의해 각종 불우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
소년들을 위한 1년제 요리트레이닝 과정이 시작되었고, 인턴십과 자립으로 연결시키
는 모델을 16년간 지속해왔고 세계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중단 이유에 대해선 어디에서도 찾거나 들을 수 없었다. 홈페이
지에 게시된 제이미올리버의 편지가 전부였고 그 것에서도 이유를 짐작할 수는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꾸려진 첫 번째 현장이
었던 런던의 피프틴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위기는 여러 매체에서 봤듯이 파인했고, 음식도 좋았다. 음식도 공간도 서비스도 아
주 포멀한 파인다이닝과 캐주얼 레스토랑 사이쯤에 있는. 그러나 우리 같은 여행자들
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소감을 남겼다. 

피프틴 프로젝트 중단 후의 계획에 대해 어렵게 레스토랑의 젊은 서버에게 질문을 하
고 간략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셰프와 교육생과의 1:1 매칭 방
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별도의 정규 과정이 아닌 레스토랑 주방에서의 교육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효율과 지속되는 비용의 현실적인 문제였을지, 아님 더 원대한 포부 하에 새로운 플
랜이 생겼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피프틴의 더 구체적인 이후 행보는 다시 언론을 통
해 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제이미 올리버가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새로운 혁신을 꿈꾸고 있는
지, 아니면 다른 혁신으로 관심이 이동했는지. 지켜 볼 일이다. 그렇게 피프틴은 잠시 
휴지기 상태다.

* 위치&운영 정보 

JAMIE OLIVER'S FIFTEEN 15 WESTLAND PLACE LONDON N1 7LP 

         Book online or give us a call on 020 3375 1515 between 9.30am–10pm.

          LUNCH Mon to Sun 12:00 to 14:45

          DINNER Mon to Sat 18:00 to 22:30 / Sun 18:00 to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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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셰프와 가장 많이 닮은, ‘워터하우스’

2000년 쇼디치 트러스트라는 재단 설립 이후, 2008년 재단이 지역주민을 위해 설립
한 사회적기업이 워터하우스다. 연 8~10명 정도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요리와 직업교
육을 통해 자립으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워터하우스. 영셰프스쿨의 목적
과 취지가 매우 비슷하였고,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전체 교육과정은 인턴십을 포함
하여 1년이지만 집중 트레이닝 과정은 3개월 안팎으로 짧은 편이라는 점이다. 어떠한 
효율성의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워터하우스의 교육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바로 ‘food for life’였다. 요리
사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생을 포함하여 
워터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 식재료 등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가니제이션 요리에서도 영셰프스쿨 과정 중에서, 또는 슬로비생활연구소를 통해 운
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러한 교육 내용을 기존대로 또는 정례화 하여, 워터하우스의 ‘food for life’와 같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의 기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교육과정의 분류에서 ‘요리인문학’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비로소 든다.

향후 슬로비 매장의 비전과 영셰프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또한 ‘에너지 활용’에 대한 
화두를 가장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중이니만큼 워터하우스에서의 에너지 실험은 어떠
한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워터하우스의 교육내용 보다도 궁금했던 점이었다. 그러
나 워터하우스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에 기획되었던 빗물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의 친환경적 시도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터하우스 역시 ‘경제적 자립’과 ‘효율성’의 문제가 결국 가장 큰 장벽이
었다. 

영국 연수 중 방문 계획을 세웠던 ‘Tiny leaf’이라는 레스토랑이 길게 지속하지 못한 
이유도, 피프틴 프로젝트의 중단 이유 역시도 ‘경제적 효율성과 비용’이라는 공통된 
장벽에 부딪힌 것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험은 가능하나 지속가능성은 결국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가에 대하여 더 큰 질문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워터하우스를 ‘sustainable restaurant’로 기획했던 그린쉐프로 지칭되는 Arthur 
potts Dawson의 실험은 초기의 기획으로 멈췄고 그 실험에 대한 기록 내지는 기억
을 현재의 스텝들은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니 조금은 맥이 
빠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 22 -

그럼에도 불구하고 Arthur potts Dawson의 초기의 기획 의도를 엿볼 수 있는 TED
영상이 어쩌면 에너지 자립의 실험과 실패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우리의 내딛을 다음 
스텝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래 링크를 붙인다.

∗ Arthur potts Dawson : A vison for sustainable restaurants

https://www.ted.com/talks/arthur_potts_dawson_a_vision_for_sustainable_res
taurants?utm_source=tedcomshar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ed

spread

∗ 마빈과의 인터뷰 내용

<Blue marble training>
- 1년 코스 교육 (개인차 있으며, 결국 1:1 코칭)
- 교육생 연 8~10명 정도
- 인턴쉽 과정 : 이해관계 있는 현장에서 진행 
- 16~25세 대상 : 공교육제도내에서 진학을 포기하고 경  
  험도 전무한 나이대. 경험이 가장 적고, 학업포기율이   
  높은 연령대 대상
- 재원 : 15년 전에 정부주도의 재단 설립, 재단건물 운   
 영수익으로 워터하우스 운영 시작, 재원의 20% 차지,    
 그 외 개인독지가의 후원도 있음. 나머지는 레스토랑     
운영수익으로.

- 마빈은 7년전 교육생이었음. 현재 28세. 교육이수 후 다른 인턴쉽 현장에서 베이킹  
  을 2~3년 정도 하다 워터하우스 측의 제안으로 지역활동가 과정을 거쳐 트레이너  
  로 일하게 됨.
- 현재의 워터하우스 헤드셰프가 과거 멘토으며,. 무엇보다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는   
  멘토였음.
- 교육 신청자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음. 
- (영셰프처럼) 일주일 정도 테스트기간 가짐. 셰프에게 가능성 보게끔 한 후 선발.
-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만, 안 받고 있음. 무리한 계획에 맞추다보면 청소년들이 원   
 하는 트레이닝이 힘들 수 있고 이는 레스토랑에도 영향을 미침. 
- 교육장소는 재단 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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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셰프 더글라스

6)  제로웨이스트 레스토랑 사일로(SILO) 

 2014년도 브라이튼에 오픈한 감각적인 레스토랑. 제
로웨이스트를 표방하며 문을 연 사일로는 이미 첫해
에 흑자를 내고 곧 런던에 2호점을 계획할 정도로 선
전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포장재 등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자연분해와 생분해되는 것을 쓰
고 있으며, 레스토랑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의 99%는 
퇴비기계로 가고 만들어진 퇴비는 다시 납품받는 농
가로 무료로 전달하는 자원 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명실상부 자타공인 제로웨이스트 레스토랑으로 입지
를 굳혀가고 있는 곳이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나무로 만든 제분기와 메탈 느낌의 퇴비 분쇄기가 나란히 손님
들을 맞이하고 있다.

 레스토랑에서 쓰는 식재료는 대부분 직거래를 하고, 4군데 정도만 간접 구매를 하는
데 그 마저도 농작물의 지역 생산성에 따른 결정이란다. 가령 버섯 같은 경우 북쪽지
역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소량만 공급 받을 수가 없는 탓에 중간유통단계를 거치는데, 
이마저도 유통업체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수급 받아쓰고 있으며, 제분기를 이용해  대
부분의 곡류를 직접 제분해 쓰고, 케익 재료 등 아주 고운 가루만 일정부분 구매하는 
등 .식재료 자급에는 남다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곳이다.

원재료를 대량 구매 하여 적절한 저장방법을 모색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빵을 직접 
만드는 식의 기본적인 식재료는 스스로 만들고 인건비는 좀 높겠지만, 식재료는 최소
한으로 낮출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요리사 6명, 바리스타, 디저트 전
문셰프, 홀서버, 사무실 등 모두 14~18명의 스탭이 함께하고 있다.

보통의 외식업장이 매출의 30%를 식재료, 30%를 인건비, 30%를 운영비의 비율로 운
영되고 있다면, 사일로는 스탭의 인건비를 40%로 높게 책정하는 대신에, 고기 같은 
식재료를 구매할 때 부위별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마리를 사서 직접 분리작
업을 하고, 작업한 재료별로 메뉴를 그때그때 기획하는 식으로 식재료의 원가를 
20~3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스템 덕에 사일로의 메뉴는 매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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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메뉴에 대해 고객들의 호응과 포용력이 높다고 한다.

사일로의 오너셰프 더글라스는 그런 자신의 고객들은 기존 시장의 고객들이 아닌 마
이너 적이며 다소 급진적인 자신의 철학에 동의하는 ‘남다른’ 고객층이고, 틈새시장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그로인한 생존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한다.

오픈 주방 밑으로 지하에 별도의 조리주방과 저장창고가 있는데, 꼼꼼히 라벨링된 엄
청나고 다양한 양념들과 부위별로 정형된 고기들이 충분히 설명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주방 한편에 모아져 있던 감자 껍질이 훨씬 더 사일로를 체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더글라스 셰프와의 인터뷰 내용

* since 2014, 첫해 흑자, 곧 런던 2호점 계획
- 경제적 자립정도 : 유지가능한 정도
- 요리사 6명, 바리스타, 디저트셰프, 홀, 사무실 등 모두 14~18명의 스탭
- 제로웨이스트는 다른 레스토랑이 해보지 않았던 컨셉이기에 재정적으로 유지가 가  
  능할지 의문이 들었고 불안한 반면 틈새시장이라고 생각했고, 확신이 있었다.
- 보통의 외식업장이 30% 식재료, 30% 인건비, 30% 운영비 비율라면, 스탭의 인건  
  비를 40%로 높게 책정하는 대신에, 고기 한 마리를 사서 분리작업을 하기에 인건  
  비가 더 들지만, 그만큼 식재료비는 20~30% 사이를 유지함으로써 상쇄가 됨. 
- 인건비율은 높지만, 그 인력으로 식재료의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빵을 직접 만든다거나, 기본적인 식재료는 스스로 만드는 것, 그리고 기본재료를    
 대량 구매하는 것에서 원가절감 하는 전략.
- 매일 메뉴가 조금씩 달라짐. 고객들은 매일 달라지는 메뉴에 대한 포용력이 높음.
- 원재료 대량 구매 후 적절한 저장방법을 모색함. 발효 등등. 
- 사일로에 오는 고객들은 기존시장의 고객들이 아닌 ‘다른’ 고객층이라고 생각
  틈새시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사일로 고객들은 포용적이고 다른 시각을 가진   
  고객들.
- 명백히 마이너. 대중적인 식당 아님. 다소 급진적인 레스토랑의 철학에 동의하는    
 고객들이 주로 방문. 
  
젬    마Q) 모든 곡물가루는 제분기를 이용하는가?
        A) 대부분의 곡류는 제분기 이용. 케익 재료 등 아주 고운 가루는 구매.
그레이스Q) 직원교육이 따로 있는가? 
        A) 따로 교육은 없지만, 일하는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며 배우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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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슬로비 셰프 젬마의 손두부 워크숍 영국엄마 샨텔의 크럼블 워크숍

전환음식워크숍 (Food exchange) 1탄

<Korea-British sustainable food exchange – free skillshare>
1탄. 토트네스  (8월4일 목요일)
    ▶ 장소 : Methodist Church Hall 
    ▶ 시간 : 6:00 pm - 8:00 pm
   ▶ 메뉴 : 손두부 (모두부와 양념장/흑임자두부샐러드/ 콩비지빈대떡) vs 애플크럼블
    ▶ 참석인원 : 20명
    ▶ 내용 : 현지에서 구입한 콩을 이용해 두부를 만들어, 두부 본연의 맛을 볼 수 있는 

     모두부와 양념장과 흑임자를 이용한 두부샐러드를 선보였는데, 오히려 모두부와 
     양념장을 더 선호하며 아이들까지 거리낌 없이 잘 먹어주었고, 엄마의 레시피를  

             전수받아 집에서 종종 만든다는 현 주민 샨델의 깔끔한 크럼블 시연을 통해 서  
             로의 요리에 대한 감성을 공유하며, 맛있는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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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음식워크숍 (Food exchange) 2탄

<WWOOFER for Garden dinning>
2탄.  Laines orgarnic farm  (8월7일 일요일)
    ▶ 장소 : Laines orgarnic farm / 5:00 pm - 7:00 pm
   ▶ 메뉴 : 감자찌개, 무생채, 호박채볶음, 가지볶음 (호박잎쌈)        
    ▶ 참석인원 : 16명

  ▶ 내용 :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글로벌 우퍼들에게 농장에서 갓 딴 채소들을 이
      용하여 한식 다이닝을 선보임. 채식주의자들이라 입맛에 잘 맞아했으나  
      안타깝게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한국에서 사간 ‘김’, 호박잎을 쌈으  

              로 먹는 걸 신기해하더니, 이내 각자의 취향대로 다양한 쌈을 만들어  
              냈다. 식사 후 농장의 우퍼들이 농장식 파이를 디저트로 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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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소감

 ◾ 연수를 다녀와서 
 ◾ 연수 활용계획 
  (에너지자립식당 A안, B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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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수소감

  영국연수를 통해 ‘전환’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기술’도 아니고, 그 어떤 유효한 데이터도 아니다.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겪으며 더 빠르게 전환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에 처한 현
명한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의 정신을 배워 오는 것이 이번 연수의 키였다. 할이 그랬
고, 홀리가 그리고 더글라스와 투스가 그랬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근원적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수확이다. 영화 매드맥스에
서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던 전사들의 라스트는 결국 지혜로운 여자와 씨앗으로 귀결
된다. 근원적 삶의 태도는, 우리가 서있는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 회복
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자신감을 확인하기에 충분했고, 이것이 두 번째 수확이다. 

 우리는 영국에서 의외의 수확도 거뒀다. 유럽에서 평가절하 되던 영국의 식문화에 
대해 우리 또한 큰 기대가 없었다. 피시 앤 칩스만 있을 줄 알았던 영국의 대중식당
의 음식들을 우리는 거의 환호하며 즐겼다. 격식을 갖춘 코스 요리도 아니고, 화려한 
플래이팅도 없을뿐더러 온갖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분자요리도 아닌데 왜 그토록 격하
게 좋아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연스러움 때문이었다. 영국음식은 재료에서도 담음새에
서도, 심지어 문화까지도 수용적이고 편안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것은 마치 토트네스
의 Incredible Edible 식용텃밭 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외모의 내추럴 푸드 같다고나 
할까. 꾸밈이 없기에 깔리는 배경도 조연도 없이 순수하게 주인공이 보이는 음식이었
다. 한 음식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과거에는 격식 없는 영국음식이 저평가 받았
다면 이제는 오히려 음식문화의 유행이 런던에서부터 시작한다고’.비로소 사람들이 근
원적 음식이 주는 위로를 받아들이기라도 한 듯, 세계 곳곳에서 영국의 음식을 흡수
하고 있었다. 어쩌면 미래의 음식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식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들, 세계화는 목표도 아니지만 빗대자면 세계화 할 수 없
는 한식의 한계, 고비용과 저효율, 그리고 저평가가 한식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한 듯하다. 

슬로비의 음식도 다름 아니다. 그간 막혀왔던 장벽이 무엇이었던가. 영국의 대중식당
들의 거침없는 한 그릇에 해답이 있어 보였다. 밑반찬들에게도 주인공의 자격을 부여
하고 담아내는 틀을 깨어 더욱 대중과 가까워지는 것, 근원의 밥상으로 슬로비 밥상 
리뉴얼의 단초를 영국의 대중식당들로부터 얻었다는 점이 어찌 보면 이번 연수에서 
가장 큰 수확인지도 모르겠다.

그 수확을 밑천으로 평소 그려왔던 앞으로의 비전에 색을 좀 더 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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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활용계획

에너지자립식당 Plan A

1. 슬로비 메뉴 : 2016년 내에 전면 개편 예정
- 밑반찬의 주인공화 : 깔리는 메뉴가 아닌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밑반찬

메뉴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메뉴로 제시

- 한 그릇 음식 : 한식에 기반을 두되 반찬류를 늘어놓는 식에서 탈피

- 다양한 채식 메뉴 개발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쁘레따망주의 채식 전문점 참고)

- 건강하고 다양한 국내산 곡류와 농산물을 이용하여, 영국식 허머스(병아리
콩)나 아티초크 딥과 같은 종류 개발, 토종밤, 다양한 콩류, 애월 취나물을 
활용한 허머스 개발, 약간의 샐러드와 함께 잡곡밥이나 천연 발효빵에 한
국식 허머스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영양식 메뉴 개발 검토 
중

2. 식기 교체

- 한 그릇 컨셉의 식기로 전면 교체
- 테이크아웃 도시락 용기를 간편한 종이용기로 개발 제작

: 영국의 프랜차이즈 식당 Leon의 테이크아웃 박스와 쁘레따망주 채식전문점의  
  용기와 포크나이프류 참고

에너지자립식당 Plan B

1. 슬로비 공간 확보
- 농산물, 식재료 등 장기 저장 가능한 저온 창고 필수 확보

- 에너지자립의 실험이 가능한 식당 공간 마련
(장기적으로 임대 보다는 부동산 매입 쪽으로 계획 중)

2. 적정기술과 음식의 만남
- 대안기술연구소 강신호 박사님과 영셰프가 협력하여 진행 시범 제작 중

- 슬로비의 새로운 공간 마련 후, 런던 워터하우스의 시행착오와 SILO의 
실험을 참고로 한, 한국식 적정기술을 구현한 에너지자립식당 구체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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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기존 거래처 미실란(유기농, 친환경 현미쌀)뿐만 아니라 
언니네텃밭, 네니아(전 우리밀 급식) 등의 친환경 기업과 공식적인 제휴로 
협업을 통한 공생의 방법 모색

연수에서 배운 것들을 모두 글로 그저 수치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슬로
비의 공간으로, 메뉴로, 그리고 영셰프의 교육으로 증명하는 것이 연수 이후의 과제이
자 목표라 밝히며 연수 보고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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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일정표

 

4. 참고자료

 ◾ 워터하우스 
 ◾ 사일로(SILO) 
 ◾ 토트네스
 ◾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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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학교 현장 및 제로웨이스트 레스토랑 탐방 사진자료  <워터하우스>

                                              
                  
      
                                          ①

②

③

 

④

⑤ ⑥

4. 참고자료

  
① 워터하우스 입구 (Address: 10 Orsman Road, N1 5QJ)

  ② blue marble training 코디네이터 마빈과 food for life 매니저 케이티  ③ 주방과 헤드셰프
  ④ 워터하우스 런치메뉴(Waterhouse chicken curry) ⑤⑥ 미팅하는 연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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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학교 현장 및 제로웨이스트 레스토랑 탐방 사진자료  <Silo>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사일로 지하주방 ② 매장 내 비치돼 있는 제분기  ③ 사일로내 육류 저장창고
④⑤음식물쓰레기 퇴비기(£22,000) ⑥브런치메뉴(Coddled Egg, Blood Pudding and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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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마을 탐방 사진자료  <토트네스>

① ②

④

    ③ 

⑤

⑥ ⑦
①~③ 다트머스강가에서 TTT투어 할과 함께 ④ Incredible Edible 자율경작지
⑤,⑦ TTT지원그룹 스텝 홀리와의 미팅 ⑥ 토트네스 지역화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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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마을 탐방 사진자료  <루이스>

①   ②

④

③

⑤ ⑥

⑦ ⑧
①올해로 225년된 루이스의 Harveys brewery ② 루이스센터, 지역화폐사례를 묻다
③ 루이스화폐를 통용하고 있는 치즈가게 ④~⑦루이스 크래프트와 파머스마켓
⑧ 루이스 타운 내 옥스팜 (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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