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겨낸 도시, 시엠레아프 ②
크루즈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는 호텔, 레몬그라스를 넣은 그윽한 향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
식을 내는 레스토랑, 캄보디아의 컨템퍼러리 아트를 볼 수 있는 갤러리.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시엠레아
프.

FOOD

 

헤이븐(HAVEN)

안식처를 뜻하는 헤이븐. 2년에 걸쳐 세계 여행을 하던 2명의 스위스인, 사라와 폴 윌리먼은 캄보디아에서 일곱 달을 지
내면서 시엠레아프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고아뿐 아니라 부모가 있는 빈민층 아이들도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교육
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사회로 나오고,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고민하던 사
라와 폴은 스위스로 돌아와 캄보디아 청년을 위한 비영리 재단을 만든다. 그리고 다시 캄보디아로 가 레스토랑이자 교육
기관인 헤이븐을 연다. 헤이븐이라는 이름에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뿐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며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안
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한 명의 수석 셰프와 20명의 직원은 15명 정도의 훈련생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멘토가 된다. 헤이븐은 훈련생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비롯해 의료, 영어와 컴퓨터 수업을 지원한다. 빈민층 청년들이 경제
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돕는다. 헤이븐이 중시하는 또 하나는 환경.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틸
빨대를 사용하고 테이크아웃 용기는 자연 분해 되는 친환경 소재만을 사용한다. 한 번 사용한 기름은 바이오디젤을 만드
는 업체에 제공하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을 구입해 사용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나 유기농 농장의
거름으로 사용한다. 식재료도 까다롭게 선택한다. 지역 농부에게서 두부와 코코넛 밀크를 구입하고 소셜 기업이 운영하
는 농장의 건강한 달걀을 이용한다. 셰프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 온다. “캄보디아의 취약계층 청년
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곳을 찾
는 손님이 만족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겠죠. 직원과 훈련생들에게는 일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
하는 것도 되고요.”(폴) 헤이븐에서는 햄버거와 파스타 등의 양식뿐 아니라 향신료의 풍미가 좋은 캄보디아의 전통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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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맛볼 수 있는데 그중 커리 종류인 크메르 아모크가 인기가 많다. 커리는 두부가 들어간 채식 메뉴와 고기가 들어간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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