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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도시, 새 물결

Three

새해가 떠올랐다. 아니 새해는 떠올랐다. 

코로나19가 일으킨 팬데믹이 체 가기도 전에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했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한 해를 열었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을 나누고 싶은  1월, 같은 주제 아래 3국의 

다이닝 신을 살펴보는 합작 기획 인터뷰, 그 일곱 번째 주제는 ‘뉴웨이브NEW WAVE’다. 

지난해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통행금지, 봉쇄, 폐쇄 등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실행되면서 

외식업계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도전이 있었다. 

파인다이닝에서 어렵다는 테이크아웃·배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도쿄의 스타 셰프들, 오랜 전통 살라미를 

하나의 요리로 재해석한 리브니차(슬로베니아의 작은 도시)의 샤퀴티에, 익숙한 메뉴 ‘파스타’ 위로 신선한 경험을 

담아내는 서울의 영 셰프까지. 지역사회 내 신선한 흐름을 만들어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DIT 박홍인   CONTRIBUTING EDIT VANESSA YEUNG · SHIFUMI ETO    
PHOTO SHIFUMI ETO · 이로   DESIGN 성지희

WAVES

PEOPLE OF THE MONTH 

도쿄의 <나리사와>. 

리브니차의 <바이오싱>. 

도쿄의 <캥테상스>.

서울의 <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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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많은 신세대 아르티장들이 현대적 기술을 통해 고대의 

지혜를 다시 찾고자 한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여는 것이다. 35세의 

데이비드 레사르DAVID LESAR 도 그중 한 명이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LJUBLJANA에서 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리브니차LIBNICA에서 

자랐다. 수세기에 걸쳐 목공 전통이 있는 경치 좋은 계곡이지만, 젊은 

장인은 나무 대신 아무런 첨가물을 넣지 않은 유기농 베어 살라미, 

사슴 살라미 등 질 좋은 육가공품을 만드는 열정을 품고 있다. 

일반적으로 살라미와 소시지 제품은 자투리 고기나 품질 낮은 

고기로 만들며, 첨가물이 없는 살라미나 소시지는 시중에서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어 있다. 데이비드는 스스로 게임 

체인저가 되기로 결심하고 2003년 ‘바이오싱BIOSING’이라는 아르티장 

브랜드를 개발했다. “바이오싱은 바이오 살라미 엔지니어링BIO 

SALAMI ENGINEERING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는 살라미와 소시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시작해 우리만의 기본 철학과 개발 콘셉트를 

확립했어요. 고품질 육류 선별부터 최종 발표와 시식까지 모든 가공 

과정을 완벽하게 재설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달의 주기 변화를 따른다. 

살라미 제조 과정은 천천히 태운 너도밤나무 나뭇가지로 고기를 

부분 훈연한 후 점토실로 옮겨 자연 미생물이 발효되는 과정을 

거친다. “육가공 장인, 특히 첨가물 없이 만드는 장인에게 살라미는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살라미를 선택했어요. 

저는 가장 독특한 자연의 맛을 지닌 최대의 풍미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류의 고기와 결합한 제품도 

만들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Less is More’ 즉, 적을수록 더 좋다는 개념을 확고히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육류는 적게 먹되 

그 품질은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 해요.” 

살라미 다음으로 그가 사랑하는 것은 와인이다. 그에게는 식탁 

위에서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고백한다. “특히 ‘G 라인’ 시리즈인 5년 이상 숙성된 살라미는 

적절한 와인과 페어링할 때 섬세한 아로마와 복합적인 풍미를 

드높입니다.” 어느새 슬로베니아 젊은 샤퀴티에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하다. 

슬로베니아 
젊은 장인, 살라미의
판을 바꾸다

무엇 때문에 고품질 육가공품을 생산하기로 결심했나? 

우리 가족에게는 소금에 절인 고기를 만드는 전통이 있다. 원래 

사적인 소비를 위한 취미에 가까웠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미식가들, 

슬로베니아 오렌지 와인메이커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후 나와 

형제는 2003년 모라노 와인 축제MORANO WINE FESTIVAL에 참가해 제품을 

선보였는데 반응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이후 나의 

취미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고민을 했고 결국 발전을 거듭해 내 

진로로 삼았다.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우나?

어떤 지름길이나 식품첨가물 없이 전통 방법을 따르고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류블랴나대학에서 식품학과를 졸업했다. 특히 

육류학과 육가공 기술에 특화된 마지막 2년 과정 동안 고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동물의 삶, 인간적인 도살, 사후 과정, 발효)을 익혀 

수년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 방법에 적용할 수 있었다. 

공부한 지식이 지금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주나? 

대학 진학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고,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깊숙이 다가갈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훈연, 

건조, 숙성시키며 가공육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지만 교육을 통해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졸업 직후 산업체에서 4년간 일하면서 산업과 시장을 이해하게 된 

경험도 나의 경력 개발에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 

데이비드 레사르 <바이오싱> 대표 겸 샤퀴티에
리브니차

<바이오싱>의 와인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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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Journalist 
바네사 영VANESSA YEUNG 

파리나 뉴욕의 에르메스, 샤넬과 같은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한 바네사 
영은 텔레비전 진행자, 푸드 칼럼니스트이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1백여 곳의 
미쉐린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그중 26명의 셰프와 인터뷰한 후 그들의 비법을 

소개하는 요리책을 2012년에 발간한 바 있다. 알랭 뒤카스, 폴 보퀴즈, 
조엘 로부숑 등 세계 최고 요리사들의 비법이 담긴 그녀의 요리책은 현재 

7쇄 판매 중이다.   VanessaYeungOfficial 

음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셰프에게는 

변화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각과 정신 모두를 위한 감각적인 

즐거움이자 하이엔드 가스트로노미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심벌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매일 요리에 담아내는 

조리 원칙입니다.

다른 방식의 육가공품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여행을 떠난 
적이 있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행은 거의 요리 세계를 탐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나는 최고의 제품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고 싶다. 이를 통해 내가 만든 

살라미와 소시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리는 최상의 고기만을 사용하고 오랜 발효 단계를 중시한다. 

기본 재료는 자유방목 돼지고기지만, 유럽에서 가장 숲이 우거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슴 고기, 불곰 고기 등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현대적 기법을 적용한 전통 방식을 통해 제품에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라벨에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특정한 살라미를 만들기 위해 요리사와 협업한 경험이 있나? 

초기에 전통적이면서도 전혀 다른 신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상황이 꽤 힘들었다. 사람들은 내가 살라미를 별미로 

만들려고 했다고 비웃었다. 10년간의 노력 끝에, 바이오싱 BIOSING이 

마침내 동료들과 요리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다. 슬로베니아의 

엘리트 레스토랑 협회인 JRE, 50 베스트 그룹,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셰프들이 종종 자신들의 요리에 바이오싱 샤퀴테리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베스트 셰프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의 

페이스트리 셰프를 수상한 미샤 살로팩 MAŠA SALOPEK <히샤 프랑코 

대도시에 거주하는 장인들도 당신의 살라미 제법을 활용할 수 
있나?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법과 기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주변 환경이 제공하는 것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자랐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사슴 

고기가 내 제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다. 

내가 가능한 만큼만 자연에 적용한 기술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이 

지역은 정기적으로 고기를 건조·가공하기에는 끔찍하고 험난한 

환경이다. 때문에 나는 특정 발효를 위해 지하 점토 벽돌 방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지역 기후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심지어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슬로베니아의 전통을 잇는 젊은 장인으로서, 슬로베니아 
요리와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슬로베니아는 양보다는 질에 기반을 둔 제품 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매우 작지만 기후 면에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식문화도 역사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왔고, 동시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많은 토종 별미를 

개발하고 유지해왔다. 이 문화유산을 꼭 챙기고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가 현대 기술로 선조의 지혜를 다시 
구현하려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 자신의 일이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각자가 속한 지역의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삶의 일부이면서 대단한 특권이다. 

다만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이를 통해 한 명의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HIŠA FRANKO> 셰프와 함께 가능성 높은 디저트를 준비 중이다. 

방문객들에게 와인을 제공하며 샤퀴테리와의 페어링을 
경험하게 한다. 어떤 이유인가? 

와인은 바이오싱 다음으로 나의 두 번째 집착이다(웃음). 바이오싱 

이야기에서 와인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바이오싱 육가공품의 맛과 

향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을 엄선해 

제안하려는 의도로 기획됐다. 합당한 짝을 찾으면 살라미는 와인을 

높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공생을 한다.

기술 전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지금까지 모든 제품 생산은 몇 명의 조수만 두고 혼자서 준비했는데, 

조수 중 한 명이 훈련된 정육점 주인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함께 일했다. 그는 육가공에 쓰일 소를 가공하고 준비하는 데 5년의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결정적 

노하우가 아니라면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이오싱>은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지역 리브니차에 위치해 있다. 

원재료 동물이 표시된 맞춤 제작 보드에 올린 살라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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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lovenian genius turn Salami into an one of an kind delicacy  
 
More & more new generation artisans like to revisit ancient wisdom 
with modern technique, through past they connect to future.  35 
years old David Lesar grown up in Ribnica,  45 mins drive from 
Slovenia capital Ljubljana. The scenic valley is a place with 
centuries-old carpentry tradition, but instead of wood, the 
craftsman has a bigger passion on creating high quality cured 
meats, like bio bear salami & deer salami without any additives.  
 
Generally the perception of salami and sausage products are they 
made from offcuts and lower quality meat, obtaining salami or 
sausage without additives on the market is almost impossible. David 
decided to be a game changer & flip that situation upside down with 
his BioSing salami and sausage project since 2003.  
 
“ BioSing is an short form for Bio Salami Engineering. Our products 
are so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world back then & even now! We 
have our unique fundamental philosophy and concept development, 
starting from how should we see salami and sausage ? It has been 
re-engineered completely from carefully selected high quality meat, 
to every attentive processing procedures until the final presentation 
& tasting.”  In order to get the best results , they only carry out the 
process following the right lunar phase. BioSing’s salamis are partly 
smoked from slowly burnt beech wood through the underground 
tubes and then direct into clay chambers to further the fermentation 
with natural micro-organisms. “We chose salami because for meat 
making artisans, particularly additive free - it is the most 
technologically challenging product, and I strive to achieve the 
fullest aromas with the most peculiar natural flavors. And it allows 
me to combine different types of meat.”  
 
David is a firm believer of  "less is more" concept. “ We really eat 
too much meat! I think we should eat less meat, but make the meat 
that we consume the highest possible quality.” Other than salami 
making, the Slovenian charcutier is also a big wine fanatic, nothing 
gives him more joy by combining two love of his life on the dining 
table. “the G-LINE series has some salamis that have aged for 5 and 
more years, pairing the right wine really elevate their fine aroma & 
delicate complex sensory. “ David said it affirmatively with the 
biggest smile on his face.  
 
Q & A with David Lesar  
 
1-what made you decide to produce high quality cured meat ? 
My family has always had a tradition of making cured meat. 
Originally it was more of a hobby for personal consumption. After we 
got encouragement from influential gourmets, avant-garde slovenian 
orange wine makers, my brother and I decided to attend Morano 
Wine Festival in 2003, in which the responses was overwhelm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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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 encouraging. So I decided to give it try and took my 
hobby more seriously , eventually it developed & became my career. 
 
2-where do you acquire the knowledges and who do you learn all 
those techniques from? 
In terms of the actual technology I used, I try to return to the roots 
and basically use all traditional methods without any industrial 
shortcuts and E additives. I graduated from the food science faculty 
from university in Ljubljana, the last two years of the curriculum 
specialized in meat science and technology, allowed me to apply 
theoretical knowledge about meat (the life of the animal, humane 
slaughtering, post mortem processes, and fermentation) to the 
traditional, centuries old methods that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in my family. 
 
3-how does your study affect/ contribute to your career now? 
 
By going to university was very meaningful to me, it allowed me to 
go deep in acquir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I've been 
participating in making, smoking, drying and aging cured meat since 
my childhood and my education let me upgraded it with a scientific 
approach. Right after my graduation, I spent 4 years working in an 
industrial company, that experience not only allowed me to 
understand  the industry and the market, also played an important 
part in my career development. 
 
4-do you like to travel? Have you traveled to any interesting places 
to learn a different way of doing charcuterie? 
Yes, I love to travel, bu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my project, 
most of my traveling were focusing on exploring the culinary world. 
Primarily, I wanted to see what’re the options out there, as well as to 
taste the best products. This leaded to the conclusion that my 
project with salami and sausages is so different from anything that 
was available on the market. We only use the best selection of meat 
and emphasize the long fermentation stages. The base is free range 
pork, but since I live in one of the most forested areas in Europe, I 
also like to combine it with deer and brown bear meat. my traditional 
methods with modern techniques has allowed me to completely 
remove the use of additives in my products, which is clearly labeled.  
 
5-when I visited your place, you had a chef cooking for us. Do you 
have any experience collaborating with chefs in making any specific 
salami? 
At the early stage of our journey, when I tried to enter the market 
with a traditional but completely different and new product, things 
were pretty hard. People were mocking me for trying to make salami 
as a delicacy. After 10 years of hard work, I am happy to see BioSing 
finally received it’s recognition from the peer & the culinary world. 
Chefs from 50 Best, Michelin Starred restaurants, JRE ( an elite 
restaurants association in Slovenia ) often like to include Bi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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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in their creations. Recently we are working on a potential 
dessert with world’s best pastry chef by Best Chef Awards, Maša 
Salopek from two Michelin starred Hiša Franko.  
 
6-when people come to your place, they can taste the charcuterie 
with very fine wines provided by you. What is the reason behind it ? 
Wine is my second obsession other than Biosing, ha ha ha, therefore 
It’s an essential part of the BioSing story. As you were able to taste 
for yourself, the tastes and aromas in BioSing meat creations are 
very complex, it was created with the intention to pair with selected 
wines. If you find the right pairing, the salami elevates the wine and 
vice versa, they makes an incredible symbiosis. 
 
7-what do you think about transmission? Do you have any protégé, 
do you give any class? 
So far I prepared all the meat production mainly by myself with only 
a few assistants. One of my assistants - a trained butcher has been 
working with me regularly for the last 6 months. He had 5 years 
experience in processing and preparing stuffing & now is able to 
follow through every phase of the process. Passing down knowledge 
is definitely very important, if not crucial.  
 
8-how can other artisans who live in the big city adopt your special 
methods & values in salami making? 
I think the best for everyone is to create their own methods and 
technology. Personally, I use what my local environment has to offer, 
because I grew up with it and it's what I know best. This is why 
venison, which is historically important in my area, plays an 
important role for me. The same applies to the technology, which I 
have adapted to the environment as much as possible. To be honest, 
my local area offers a terrible and unforgiving conditions for regular 
meat drying and curing processes, that is why I prefer to carry out 
specific fermentation in underground clay brick chambers - this 
method turns out to make use of the local climate perfectly, to the 
point where it even has an added value. 
 
9-As One of the main leaders of young artisans in Slovenia, in your 
opinion, what could be done to bring more awareness to Slovenian 
cuisine & produces? 
In my opinion, Slovenia is very good for produces that are based on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This is because we are geographically 
very small while being extremely varied in terms of climate. We've 
had various culinary influences from all around Europe throughout 
history and still managed to develop and maintain a good number of 
native delicacies which are of course made in traditional ways. I 
think we should make sure to take care of and nurture this heritage. 
 
10-we can see more and more young generation trying to revisit 
ancient wisdom with modern technique, for all the other artisans out 
there,  what advice could you share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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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I think it's crucial for your work to bring you joy and go 
harmony with your life style. As I've mentioned earlier it is a real 
privilege to be able to make use of your local environment, as that is 
a part of you. However,  I believe the basic guidline should be your 
work should bring happiness to others, because once you manage to 
do that, the circle is completed and everyone in it would be happy. 
This also gives you, as the creator, tremendous enthusiasm to keep 
go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