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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예술입니다.
열정이 깃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해야 하죠
티찌아노 테르짜니 (TIZIANO TERZ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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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매력: 피렌체와 키안티. 바다에 이끌림: 산레모.
모나코 공국. 언제나 지금처럼 :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
미식가가 머무는 곳: 테이스트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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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토스카나

UNESCO 세계문화유산인 피렌체는 원래
플로렌티아 (Florentia) 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3면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자연이 만들어 낸 원형 극장과
같으며, 아르노 강에 의해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요람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메디치 예배당은 메디치 가의 영묘로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안식처인 이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과거로 빠져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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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포 브루넬레스키 (Filippo Brunelleschi)
의 작품인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가장 잘
감상하는 방법은 463개의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조르지오 바사리 (Giorgio Vasari)
가 그린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를 정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경은
계단을 끝까지 올라 지상 92m의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높은 곳에서 피렌체 전체를
내려다 보는 찰나 조토의 종탑이 바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그 때입니다. 감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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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비에라와
리구리아 리비에라 해안의
자연 서식지에서 고래와
돌고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는 리구리아 해의
펠라고스 보호 구역(Pelagos
Sanctuary)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적은 강수량, 산들 바람, 매년 평균
2900시간 동안 해를 볼 수 있는
온화한 기후: 위도 42°에
위치한 프랑스 리비에라와
리구리아 리비에라의 도시들은
겨울에 유럽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19세기
유럽 전역의 재력가와 상류층
그리고 유명인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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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나

성채 언덕에 위치한 마을들이 자아내는
엽서에서나 볼 것 같은 풍경,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창문이 특색인 집들, 거기에 바다의
푸른 배경, 상상이 되시나요? 리구리아
리비에라와 프랑스 리비에라 근처의
도시들이 바로 이렇답니다 . 벤티밀리아
(Ventimiglia), 멘토네(Mentone), 안티베스
(Antibes) 같은 숨막히도록 매혹적인
곳들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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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찾아서 르지오 모타
The Mall Luxury Outlets을 떠올렸을 때,
저는 한번도 The Mall Luxury Outlets이
단지 명품만을 판매하는 아울렛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The Mall의 사람들은 패션 즉,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열정을 함께 품고 친밀하게
연결되어 The Mall이라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차원적으로'
아울렛 빌리지를 그저 잘 운영하고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열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은 매일 손님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전달함과
동시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랑 넘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곳 The Mall에서 완벽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저희 명품 아울렛의 고객들이
이곳에 오셔서 독점적인 패션 제안 서비스를
제공 받고, 이탈리아 스타일의 건축 디자인이
깃든 장소에서 세련된 음식을 즐기시며, The
Mall만의 따뜻한 환대와 특별 서비스 및
놀라운 이벤트와 전시를 비롯하여 심지어
건물의 아주 작은 벽돌 하나까지 The Mall
의 모든 요소들 및 서비스를 누리시며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연금술
같은 마법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번
보시면 사랑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아름다움을

by 조 io Motta)
(Giorg

실제 느끼실 수 있는 The Mall 주변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여행 프로그램 또한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렌체와 산레모는 그
어느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훌륭한 경치를
자랑합니다. 이 지역의 풍경, 예술, 역사,
음식, 색채, 자연, 이 모두의 환상적인 조화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녹여 버립니다. 피렌체와
산레모는 어떠한 형태로든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이 특별한 도시들과 사랑에 빠져
자신들이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마음으로 각자
겪은 경험을 적어 나간 인터뷰를 통해
저희 The Mall 주변의 이 모든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단지 회사 사무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울렛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을 넘기 위해 우리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MY MALL MAGAZINE에서는
피렌체와 산레모가 가진 특별한 비밀을
알려 드리며 개인 맞춤형 여행 제안 및 여행
추천 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
년에 두 번,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매거진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The Mall Firenze 또는 The Mall Sanremo에서
쇼핑하시는 그날이 여러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경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탈리안 스타일의 탄생. 이탈리아 패션은 1952년 피렌체 피티 궁전의
살라 비앙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카이브 포토 로키의 사진 작가의 사진.
©Archivio Foto Locchi Foto Levi/©Archivio Foto Locchi (www.fotolocch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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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인플루언서

특별함을
느껴 보세요
앨버트 헤레라 (ALBERT HERRERA), '누구보다 세련된 저희 고객들은 숨겨진 보석을 찾아 여행하죠'

앨버트 헤레라는 버츄오소(Virtuoso)의
글로벌 상품 협력 부서 상무로, 버츄오소는
호화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휴가 계획을 안내해 주는
최고급 수준의 여행사들의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급 여행 업계에서 요즘 가장 흥미롭게
떠오르는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호화로운 고급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행지 원래의 진가를 최대한 느끼며
그곳을 맛보고 또, 거기에서의 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들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하죠. 그런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이 바뀌어 있음을 느끼죠.
일하시는 버츄오소를 통해 여행하면 다른
여행들에 비해 어떤 점이 더 가치있게
느껴질까요?
버츄오소 여행 어드바이저로 여행하시면
출발에서부터 원활한 귀국까지 여행에 있어 모든
측면이 향상됩니다. 저희 네트워크는 전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들과 최고의 목적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츄오소는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열어
드리고 VIP로 대접해 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VIP로 대접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여러분을 VIP로 대접해
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매력이 버츄오소
고객들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탈리아는 저희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이자 매해 버츄오소 럭스
리포트(Virtuoso Luxe Report)의 상위권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음식,
와인, 역사, 예술, 모험, 스파, 문화,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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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아름다운 풍경 모두를 갖추고 있죠.
버츄오소는 어떤 이유로 The Mall Firenze
와 The Mall Sanremo를 네트워크에
추가했나요?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 동안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스타일의 쇼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죠. The Mall Luxury Outlets은 저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최고급 여행자
고객들에게 딱 맞는 완벽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면 특별한
고품질의 독점적인 서비스들을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퍼스널 쇼퍼를 이용할 수도
있고 최고급의 브랜드들을 만나 보실 수
있는 것처럼요.
토스카나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들.
이 속에서 우리는 토스카나 현지 사람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토스카나의 태양
아래 꿈처럼 즐겨 볼 수 있어요. 굽이진
풍경 가운데 예쁜 빌라들이 자리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한 잔은 어떤가요.
그럼 산레모의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제가 산레모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매년 니스는
여행하는데요, 올해는 니스에 가기 전에
방문할 생각입니다. 먼저 산레모 로열
호텔(Royal Hotel Sanremo)에 짐을 풀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The Mall Sanremo
에 가야죠. 달러가 강세니까 그 덕도 좀
볼 겸 가족과 친구들, 물론 저 자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도 살 겁니다.

인터뷰

이벤트 디자이너

강함 너머의
감성
빈첸초 다스카니오(VINCENZO DASCANIO), 잊지 못할 멋진 이벤트를 매번 만들어 내는 방법

'The Mall은 역동적이고
다부진 회사죠.
주사위를 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The Mall
을 위해 작업한
디스플레이 작품들로
The Mall은 혁신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그들의 아방가르드한
아이디어를 소통하죠'

Luxury Outlets의 아방가르드적 생각과
그들의 열정이 담긴 The Mall Luxury
Outlets의 아이디어를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The Mall Luxury Outlets에서 작업한 것
중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지난 2018년의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
작업이 생각나네요. The Mall Luxury
Outlets을 위한 첫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성공을 거두었고 연이어 The Mall Sanremo
오프닝을 위한 디스플레이를 바로 부탁 받게
되었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빈첸초 다스카니오 씨에게 있어, '경험'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남아 있는 감동으로 기억되는
경험이요.
피렌체와 토스카나, 산레모와 프랑스
리비에라.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동시에 일할 수 있나요?
저희 작업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장소의 본질을 흡수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스카나와 리구리아는 가깝다면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 정체성은 각기 다르죠.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를 예로 들어 볼까요.
저희는 두 개의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냅니다. 피렌체를 위해서는 역사적이면서도
장인의 전통에서 기인한 콘셉트를 잡고,
산레모 작업을 위해서는 프랑스 리비에라
해변의 컬러인 블루와 연관되는 뭔가 더
가볍고 더 유쾌한 것을 아이디어로 삼죠.

플라워
이벤트
디자이너
빈첸초
다스카니오와 함께라면 놀랄 만큼 엄청난
이벤트가 보장됩니다. 독창적이면서도
편협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는
아르마니 피오리(Armani Fiori)의 예술적
방향을 제시하여 아르마니 피오리라는 단일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 곳곳의 디스플레이를
총괄합니다. The Mall Firenze와 The
Mall Sanremo도 바로 그런 그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각자의 취향을 고려한 고급 맞춤형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으신데요,
활동하시는 업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나요?
저와 작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각기 각자의
개성을 가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업하는 브랜드라는 테두리 안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디테일에
신경을 쓰며 완벽하게 그 아이디어를
실행한다는 공통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죠. 우리 브랜드란 우리의 스타일이고
이게 바로 고객이 찾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The Mall Luxury Outlets과는 처음 어떻게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우리는 꼭 만날 운명이었죠. The Mall
Luxury Outlets과 저희는 둘 다 토스카나의
풍경 그리고 품질과 장인 정신이라는
원칙에 뿌리를 둔 세계를 목표로 하는
회사였으니까요.
어떤 디자인으로 The Mall Luxury Outlets
의 정체성을 풀어 가시나요?
저희는 젊고 활기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모두 역동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반영한 저희 디자인을 통해,
혁신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The Mal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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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의 땅
피렌체는
그곳의
막대한
예술품과 박물관을 담기에
어쩌면
작은
도시일지도
모릅니다. 주말에 여행하기
좋은 피렌체 주변 지역에서
며칠간 더 머물 면서 외곽에

자리잡은 언덕을 둘러본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피렌체와
시에나
그리고
아레초 지방 곳곳에는 자연이
만든 보물들로 가득합니다.

피렌체. 피렌체가 수 세기에 걸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규모로 일궈
놓은 그 역사와 아름다움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은, 지금 르네상스의
요람에 있습니다. 이를 즐길 수
있는 피렌체 여행의 첫째 날은
두오모 광장에서 시작하십시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조토의 종탑 그리고 신곡을 쓴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가 1266년 세례를 받은
세례당이 자리잡고 있는 두오모
성당을 방문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시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메디치 가문이
살았었던 베키아 궁전이 있는
시뇨리아 광장으로 향합니다.
베키아 궁전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으로 티치아노의 '

우르비노의 비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방 박사의 경배',
그리고 보티첼리의 '봄'과 '
비너스의 탄생'과 같은 특별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우피치
미술관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베키오
다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따라 아르노
강을 건너 피렌체의 '왼쪽 둑 지역'
으로 가면 피티 궁전과 보볼리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강을 건너와 산타 마리아 광장에
가 봅니다. 그 앞에서 동명의
유명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산타 크로체 성당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둘째 날에는 적어도 하나의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을
16

피렌체에서의
이틀... 개인 맞춤형
여행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비밀의
장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올트라르노의
장인 공방들을 거닐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피렌체
전체를 둘러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마지막 찬사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
미켈란젤로
광장에 접근하기 좋은 위치까지
택시를 타십시오.

두오모
미술관
몇 년 전 완전히
재설계되어 혁신적
변화를 겪은 이곳은
특히 전시 작품의
레이아웃과 배열
방식이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미켈란젤로와
도나텔로의 작품을
여기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로치
궁전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 궁전 중
하나로 현대 미술
전용 공간이자
명망 높은 국제
역량의 작품들을
위한 기획 전시의
본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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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박물관

아카데미아
미술관

피티 궁전에 위치한
이곳은 이탈리아
유일의 패션 역사
박물관입니다.
1950년대 이곳에서
이탈리아 패션이
시작되었으며,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발렌티노의 작품을
포함하여
6000개의 앤틱 및
현대 의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전시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입니다. 이 원작을
정확히 재현한
복제품은 베키오 궁전
앞에 위치하며 14세기
로자 데이 란치의
유명한 복제 조각상들
옆에 있습니다.

여행

전망.
두오모
테라스는
실제 높이 지상 32m 위의
옥상의 테라스를 거닐며
피렌체의 역사적 중심지를
둘러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위에서
피렌체의 모든 유적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롭게 두오모 돔을 바로
'눈 앞'에서 가깝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렌체 & 키안티

베키오 다리는 피렌체의 상징입니다.
1565년 코시모 데 메디치(Cosimo de’ Medici)는

바사리 회랑 건설을 명령하고
다리에 원래 있던 푸줏간 대신
고급 보석상들을 영입했고 이들은
실제 아직도 다리에서 영업 중입니다.

음식. 토르나부오니 거리의
프로카치(Procacci)에서 송로 버섯
샌드위치를 간단히 맛 보세요.
시뇨리아 광장의 프레스코발디
레스토랑(Ristorante Frescobaldi)
에서 점심을 즐겨 보세요.
저녁은
칸티네타
안티노리
(Cantinetta Antinori)에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부카 라피
(Buca Lapi) 또는 부카 델오라포
(Buca dell’Orafo)에 가셔서 전통
음식을 맛보세요. 피렌체 어디에
가시든 맛있는 피오렌티나 티본
스테이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숙박. 베키오 다리의 강둑이
내려다 보이는 포트레이트
피렌체 (PORTRAIT FIRENZE)
호텔과 레푸블리카 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두오모에서
아주 가까운 사보이(SAVOY)
호텔은
피렌체의
역사
중심지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호텔입니다. 고품격의
최고급 서비스 기준을 갖춘
피렌체
스타일의
매력적
장소들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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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와이너리
그리고 자연!
키안티에서 가능한 모든 관점에서의
최고의 와이너리와 고성, 미식, 풍경 그리고 쇼핑을 즐기며
마법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개인 맞춤 여행

키안티. 피렌체 시가를 벗어나 피렌체와
시에나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달려
빌라 만지아카네(VILLA MANGIACANE)
로 가세요. 하루나 이틀 정도를
머무르며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일단 여기에 짐을 풀고 여행의 셋째
날을 시작하세요. 포도밭이 늘어선
언덕 사이에서 자연이 만든 오솔길을
따라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경치를 느껴
보세요. 여기가 바로 피렌체 키안티,
피렌체의 중심입니다. 수 세기 동안
와인을 생산한 바로 그 땅. 차로 몇 분
만 가면 미래적인 느낌의 와이너리인
칸티나 안티노리(CANTINA ANTINORI)
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포도 덩굴을
전망으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리눈치오
1180(RINUCCIO
1180)
에서 점심을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녁은 텐다 로싸(TENDA ROSSA) 또는
오스테리아 디 파씨가나노(OSTERIA
DI PASSIGANANO)에서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넷째 날에는 산 카쉬아노에서
출발하여 P92 도로를 따라 판짜노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SR222). 다리오

체키니(DARIO CECCHINI)가 요리하는
레스토랑
솔로치치아(SOLOCICCIA)
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를
맛보세요. 그런 후 남쪽(SR222)
으로 돌아 근처의 산 레올리노의
로마네스크 수도원 근처의 폰테루톨
리(FONTERUTOLI) 성과 와이너리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에나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스파
리조트인 카스텔 모나스테로(CASTEL
MONASTERO)로 가서 잠을 청합니다.
환상적인 여행이 기다리는 다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굽이진 언덕이 아름다운
경치 사이에서 브롤리오 성(CASTELLO
DI BROLIO)을 만나게 됩니다. 19세기
말 바론 리카솔리(BARON RICASOLI)
는 이곳에서 키안티 클라시코 와인 '
제조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수 세기에
걸친 와인 생산에 있어 역사적인
두 개의 와이너리인 콜티부오노
(COLTIBUONO)
수도원과 멜레토
성(CASTLE OF MELETO)이 위치하여
감탄을 자아내는 키안티의 가이올레
마을 또한 지나볼 수 있습니다.

키안티에서 가장 인상적인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안티노리(Antinori)
가족의 의뢰로 마르코 카사몬티의 스튜디오 아르케아(Marco Casamonti’s
Studio Archea)가 디자인한 안티노리 와이너리의 나선형
계단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피렌체 시내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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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고성
그리고 비밀의 장소들...
판짜노에서 남쪽으로
가면 카스텔리나가
나옵니다. 이 길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언덕에
자리한 매력적인 마을인
몬테피오랄레를 방문해
보십시오.

판짜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산 레올리노 성당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원을
일깨우는 진정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선량한 삶을
토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매 순간 삶을 배우는 완벽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녘에 방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으로는
신선한 빵에 피노키오나
살라미를 곁들어 와인 한
잔을 즐겨 보십시오.

여행 팁

호기심 많고 열정적이며
미식을 즐기며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

경치
키안티의 라다는 가이 올레
주변의 작은 마을 및 그 지방
교구 성당들과 더불어 꼭 가
봐야 할 곳 중 하나 입니
다. 가이올레에서 베르티네
방향으로
따라
내려간
후 산 사노의 작은 언덕
마을을 향해 몇 킬로미터
우회전하면 가장 진정한
키안티 언덕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머무는 장소들을 이동하는
그 사이사이가 중요합니다.
키안티의 모든 길 위에서는
독특한 장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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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길

와인의 전통과 문화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정말
알고
싶다면
키안티의
그레베에
위치한
와인
박물관으로
가십시오.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와인
제조 도구와 장비가 보존
및 복원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식사도
하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브롤리오
성에서는
리카솔리 가문이 소장한
다양한 무기를 보존한 작은
박물관이 있으며 키안티의 '
아버지'인 베티노 리카솔리
(Bettino Ricasoli)가 소유했던
문서와 소장품들 또한 볼 수

와인
있습니다.
그레베의 광장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에노테카
팔로르니(Enoteca
Falorni)가
있습니다.
키안티에서
가장 큰 와인 에노테카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천 개
이상의 와인들이 판매되고

영국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 영국에서는 지역명이
shire[-셔]로 끝나는
지역들이 많은지라 이곳을
자연스럽게
'키안티셔(Chiantishire)'
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키안티에서
토스카나 최고의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방문해 보세요
키안티의 풍경은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어디로 향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목적지 없이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거닐며 여유로운 키안티의
리듬과 하모니를 느끼고 이
지역과 교감하며 반나절을
보내 보시면 어떨까요.

음식
이곳의 모든 소규모의 고급스러운
부티크
와이너리,
레스토랑,
트라토리아에서 매우 높은 품질의
음식과 현지 특산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가 보셔야
할 곳은 판짜노에 자리한 다리오
체키니(Dario Cecchini)의 레스토랑
솔로치치아(Solociccia)와
키안티의
그레베에 위치한 안티카 마첼레리아
팔로르니(Antica Macelleria Falorni)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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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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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쇼핑 경험

자연을 느끼고 쇼핑하고
휴식을 즐기며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최고의 지역을 느껴 보세요

토스카나에서 스타일 있는 주말을 보내세요:
THE MALL FIRENZE에서 쇼핑으로 가득찬 특별한 하루를 즐겨 보세요

The Mall Firenze

토스카니노 레스토랑&보테가
(Toscanino Restaurat&Bottega)

24

키안티를
뒤로
하고
The
Mall
Firenze가
자리잡은
레젤로로
돌아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긴 6일 동안의
여행이었습니다. The Mall
Firenze는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와
세계적
명품
부티크
매장들에 푹 빠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스타일 있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하루를 즐겨 보십시오.
토스카나 최고의 맛을
음미해 보세요.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만날 것입니다! 쇼핑의
메카인 이곳 내에 위치한
토스카니노
비스트로
(Toscanino Bistrò) 또는
토스카니노
레스토랑&
보테가(Toscanino
Restaurant&Bottega)에서
점심을 드시면서 패션에
빠져
즐기는
하루에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산
지우스티노 발다르노의
보로 를래 & 샤토(Borro
Relais & Chate-aux) 5성급
25

호텔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호텔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따뜻한
환대로 편안한 안식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내일이면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여행의 마지막 밤,
스파에 누워 몸과 마음을
녹이며
남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행

열기구
타기

야외
산책

토스카나의 포도밭과 올리브
과수원 그리고 인상적인
고성과 고대 마을들 위를
나르는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
열기구를 타고 피렌체 키안티
언덕을 내려다 보며 하늘 위를
떠다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험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이탈리아의
낭만적인 아름다움을 특별한
뷰로 감상해 보세요.

파토리아 디 마이아노
(Fattoria di Maiano)
공원은 걷고 트레킹을
즐기며 하이킹을 할 수
있는 피렌체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장소로 탁월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
레지나
공원,
작은 호수인 콜론네,
식물원과 같은 더욱
흥미로운 장소 또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The Mall
Sanremo
주변에서 즐
기실 수 있
는
특별한 경험

포토 로키 사진
감상

©Archivio Foto Locchi

아카이브 포토 로키(Archivio
Foto Locchi)는 피렌체의 역사적
사진 보관소로 영사 이미지를
감상하며 50년대의 피렌체로
거슬러
올라가
이탈리아
패션의 뿌리를 찾아 그 기원을
감상하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당시 피렌체
피티 궁전의 살라 비앙카에서는
최초의 «프레타포르테(기성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피렌체 & 키안티

패션
카운셀링
The Mall Firenze의
이미지
컨설턴트가
고객의
피부색과
외모에 맞는 의상 구매
및 패션 카운셀링을 해
드립니다. 각 개인의
체형에 따라 장점을
최고로
부각시키는
의상 스타일, 색상,
디자인,
액세서리
및 소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The Mall Firenze는 고객에게
혁신적인 개념의 고품질 쇼핑을
선사합니다. 세련된 환경에 숨겨진
피렌체와 토스카나의 진면목을
보여 드리고 그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해 드립니다.
프라이빗 투어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이미지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요리
교실을 안내해 드리고 관광객들이
모르는 숨겨진 장소에 대한 여행
팁을 제공해 드립니다. The Mall
Firenze에서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을 해 보세요!
firenze@themall.it

길 위에서
플로렌스 타운(Florence Town)
이 제공하는 페라리 & 운전기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렌체에서
The Mall Firenze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키안티를 구경하시고
중세 마을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여 토스카나의 특별함을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바디아
아
콜티부오노(Badia
a
Coltibuono)로 가셔서 전통
토스카나 음식을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요리
교실

흥미진진한
베스파 타기

빈티지
자동차

The Mall Firenze에 위치한
토스카니노 아카데미(Toscanino
Academy)의 요리 교실에 참여
해 보세요. 9가지 마스터 클래스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칵테일
만들기, 이탈리아 제과, 이탈리아
요리, 신선한 수제 파스타, 커피
마스터 클래스, 와인 테이스팅,
올리브 오일 테이스팅, 토스카나
시가 및 초콜렛 수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로렌스
타운(Florence
Town)이 제공하는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이탈리아 베스파 타기를
경험해 보세요. 키안티
시골의 풍경을 감상하며
굽이진 길들을 지나 The
Mall Firenze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이 끝나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으로
고객님을
피렌체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플로렌스 타운(Florence Town)
에서 제공하는 빈티지 자동차
듀에토를 타고 잊지 못할
드라이브로 여행을 마무리해
보세요. 라돌체비타를 타고
중세 마을들도 가 보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점심도 즐겨
보세요. 그러고 나서 The Mall
Firenze에서 잊을 수 없는
쇼핑을 하시며 이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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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과
덕
언
'키안티
리고
과수원 그 골 풍경으로
시
포도밭과
둘러싸인 술의 땅'
예
르네상스 한 장관을 자아내는같은

의 마법
서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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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타 페라
로
분위기 수 있습니다. 저희 보를 확인해
리
(
C
정
실
A
든
보
RLOTT
서모
만나
을
에
들
m
o
A
날
.c
s
FERRA
la
서 최고의
피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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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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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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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리
a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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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leb
와인을 맛
션 관광 이사 및
보내는 방 , 최고의 음식과 다리고
국 회장
로
맞춤 투어 체는 여러분을 기
렌
것이죠. 피
!
다
니
있습

DI)
곤디
브레 REGON
세
궁전
SEB
비카
로치
루도 OVICA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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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피렌체의 중심
인
마르티노의 부 산
오
예배당에 있는 노미니
프레스코화로
위
자 로렌초(Lor 대한
en
Magnificent)의 zo the
시대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피렌체 중심
부의 소규모
장소이며 한
적한 이곳은
술
영
피렌체 사람
들조차도 잘
체미 학경
모르는 장소
피렌 에서 과
입
니다. 시뇨리
아
재단
광장 바로 뒤
산 마르티노
광장에 위치
합니다.
저희는 산 마르티노의 이 작은 부오노미니 예배당에서 르네상스

재현을 실감합니다.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Domenico Ghirlandaio)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프레스코화가 있기에 가능하죠. 이 벽화들은 실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의상과 동작들, 음식과 선술집, 감옥,
결혼식과 출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작품들은 우리를 위대한 자 로렌초
(Lorenzo the Magnificent)의 시대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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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노
광장에서는 름다운
로
젤
란
미켈
의아
는 피렌체
강이 흐르 있습니다. 피렌체
수
전경을 볼 관광객도 놓쳐서는
론
물
없습니다.
사람은
임에 틀림 산
소
명
는
안되
곳에
다.
멀지 않은
광장에서 몬테 성당이 있습니
알
토
미니아
외관은
토 성당의
산 미니아
과 흰색의
색
형태의 녹 있습니다.
적
학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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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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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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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
코
린 프레스
Gaddi)가 그 니다.
습
있
장식되어

'1869년 피렌체
건축가 쥬세페
포지(Giuseppe
Poggi)가 디자인한
미켈란젤로
광장은
미켈란젤로와
그의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바넬리
바네사 지
ELLI)
GIOVANN
A
S
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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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장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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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 Co
빌라 코라 케팅 이사
마
영업 및

차

루게로 반니니
(RUGGERO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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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아
근교의 아 파씨냐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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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 대표

환영하는 마음
을 담아
도메니코 콜렐라(DOMENICO COLELLA), 피렌체 세인트 레지스 앤드 더
웨스틴 엑셀시어 호텔 총괄 책임자

'피렌체에서는 포도
수확
또는 열기구를
타고 떠나는 하늘
여행처럼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니코 콜렐라는 수년간의 고급 접객
분야에서의 경력으로, 작년부터 피렌체의
상징적인 호텔인 더 세인트 레지스 앤드
더 웨스틴 엑셀시어(The St. Regis and The
Westin Excelsior)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니산티 광장부터 아르노 강까지 내려다
보이는 부러움을 자아내는 호텔의 위치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은 이 공간을
피렌체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게 합니다.
피렌체에서 이탈리아 패션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손님들에게 피렌체를
방문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나요?
저희 고객들은 문화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도 피렌체
역사에 있어 전문가들이십니다. 역사적인
장소인 피티 궁전의 살라 비앙카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 대전 후 화려한 패션쇼를
열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명소가
된 곳이잖아요. 피렌체의 문화와 역사가
웅장하게 새겨진 이 그랜드 호텔(Grand
Hotel, 지금의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도
열렸었죠. 이탈리아 패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티 궁전은 이탈리아 패션이 세계로
뻗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한 중요한 업적을
이룬 곳이죠.
The Mall Firenze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방문지인가요?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많이 가시는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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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들을 쇼핑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공간인 The Mall Firenze
에서 특별한 맞춤형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곳이죠.
어떤 문의를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시내 주요 미술관 예약을
부탁하세요. 하지만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도 많이 물어 보십니다.
전통적인 포도 수확(발로 눌러 와인을
만드는 것)이나 열기구를 타고 피렌체를
내려다 보는 경험 같은 것들이요.
도메니코 콜렐라 씨에게 피렌체란
무엇인가요?
유아기부터 줄곧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은 곳이죠. 일적인 면이나
감성적인 면 둘 다에서요. 이 도시 전부, 그
마법 같은 분위기와 피렌체의 사람들도 다
제 마음 속에 살아 있죠.
세인트 레지스 앤드 더 웨스틴 엑셀시어
(St. Regis and The Westin Excelsio)
호텔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직원이죠. 직원들의
환대가 바로 차이를 만들죠.
호텔에서 꼭 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요?
더 웨스틴 엑셀시어(The Westin Excelsior)
호텔 테라스에 있는 세.스토 온 아르노(Se.
Sto on Arno) 바에서 아페리티보를 즐겨
보세요. 피렌체를 360°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거

블로거

안나벨 플루어(Annabelle Fleur)

베로니카 페라로(Veronica Ferraro)

@VIVALUXURY

@VERONICAFERRARO

피렌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음식 관련 장소는 어디인가요?
정말 힙한 JK 플레이스(JK Place)에
머물면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해 보세요! 베키오 다리를
걷다 보면 멋진 상점과 예술품 판매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반나절 동안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과 마법 같은
바르디니 정원을 방문해 보세요.
그럼 산레모에서는요?
산레모
로열
호텔(Royal
Hotel
Sanremo)에 머물러 보세요. 전망, 객실,
음식 그리고 해변과의 근접성까지 다
좋거든요. 산레모 구시가를 볼 수 있는
최고 전망을 자랑하는 황홀한 마돈나
델라 코스타 지성소를 방문해 보세요.
카페 두칼레(Caffè Ducale)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셔 보는 것도 좋아요. 야외
테이블에서요. 이렇게 피렌체의 분위기를
정말로 즐기실 수 있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산레모 구시가지는
구불구불한 거리, 아름다운 역사적인
건물들,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만든 마법의
미로와 같죠. 항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하루를 즐겨 보세요. 그리고 장엄한 전망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입던 패션에서
과감히 벗어나
꼭 한번 모험해 보세요!'
비바 럭셔리(Viva Luxury)블로그를 운영하는
안나벨 플루어(Annabelle Fleur)는 LA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옷장에서는
화려하고 매력 넘치는 보물들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팔로워들을
즐겁게 만들고 그들의 흥미를 끄는 그녀의
완벽한 스타일링 능력입니다.
2020년 봄/여름의 패션 필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코바늘로 뜬 건 뭐든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가방이요.
The Mall Firenze와 The Mall Sanremo
에서 쇼핑을 잘 하기 위한 팁이 있나요?
하루를 완전히 거기서 보내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리고 항상 입던 패션에서
과감히 벗어나 꼭 한번 모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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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니카
페라로
(Veronica
Ferraro)는 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블로거입니다. 밀라노에서 태어난
그녀는 블로그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거 중 한 명으로
패션계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 더 패션 프룻(The Fashion
Fruit)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봄/여름의 패션 필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매우 화려한 색상의 인조 가죽
의상(예: 보테가 베네타 SS20)이요.
겨울은요? 옷장에 없어서는 안 될
옷이나 액세서리가 있나요?
멋진 오버사이즈 테디 베어 코트와
방수 부츠요.
그럼 계절이나 트렌드와 상관 없이
스타일을 조언해 주실 수 있을지...
나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옷과
액세서리만 착용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쓰지 마세요.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The Mall Firenze와 The Mall
Sanremo를 방문하는 쇼핑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구매 목록을 작성하시고
The Mall에서 하루를
온전히 즐겨 보세요'
도착할 때 이미 머릿속에 염두에 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해요(구매 목록을
적어 보세요). 다양한 부티크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매장 지도를
챙기시고요. The Mall Sanremo와 The
Mall Firenze에서 하루를 온전히 즐겨
보세요.
토스카나에서
사람들이
정말
팔로우해야
할
인스타그램
해쉬태그는 무엇인가요?
#disoverytuscany, #tuscanypeople
입니다.
산레모와 프랑스 리비에라에서는요?
#tatianabiggi, #yallersliguria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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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레모 & 프랑스 리비에라

꽃의
리비에라
일 년 중 언제라도 산레모와
프랑스
리비에라에서
보내는 일주일은 해안의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순간이

산레모. 과거 산레모는 감귤류,
특히 오렌지나무와 올리브
과수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마을 경계 너머의 세
개 이상의 동맹국까지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엄청난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산레모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는 이 지역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건물들 사이에
반 쯤 숨겨진 비밀스러운 보석
같은 건축물들로 이어집니다.
이제 산레모를 맛볼 이틀이
있습니다.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어 역사적인 중심지로
향합니다.

될
것입니다.
정원을
산책하고 바닷가를 따라
걸으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환상적인
아로마와 향기의 세계를
발견해 보세요.

산 시로 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톤 극장도
거닐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때 부호, 귀족, 왕가,
주지사들의 해변 별장이었던
아름다운 빌라들까지 걸어
보십시오. 아직 꼭대기까지
올라갈 충분한 힘이 남아
있어 괜찮다면 마돈나 델라
코스타의 성소지까지 가셔서
숨막히는
경치를
느껴
보십시오. 둘째 날은 쇼핑의
날입니다. 세련된 피나코테카
람발디(Pinacoteca Rambaldi)
화랑에서 아침을 보내고
쇼핑을 떠나 봅시다. The Mall
Sanremo는 쇼핑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34

산레모에서
일주일: 꽃과
이탈리안 라이프
스타일의
도시.
모나코 및
프랑스와 인접

카지노

아리스톤 극장

산책로

라 피냐 인근

행운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산레모, 녹색 천이
깔린 테이블 위.
카지노 방문자가
입구의 라 치카
동상을 밟으면
행운이 옵니다. 라
치카라는 이름은
여전히 모나코
왕실과 이집트의
파루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영화관 겸
극장인 이곳은
매년 2월에
열리는 산레모
가요제의 본거지로
전세계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미나,
모듀뇨, 레이 찰스,
안드레아 보첼리,
엘튼 존, 데이비드
보위가 모두
여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도착하시면 꼭
산책로를 따라 걸어
보셔야 합니다. 바닷
바람 덕분에 온화한
기온이 감돌고,
여황제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Maria Alexandrovna)
가 마을에 심은
야자수는 잊을 수
없는 멋진 분위기를
조성하며 해변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곳은 해적
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인근은
좁다란 거리, 아치,
계단, 분수로
얽혀 포르타
산토 스테파노로
이어집니다. 그
동심원은 마치
솔방울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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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이 아름다운 그림 같은 전망은
야자수와 화단으로 둘러싸인 높은
테라스 위의 레지나 엘레나 정원
(몬테네그로의
여왕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여왕은 리구리아의
이 모퉁이를 좋아했다고 함)을
묘사합니다. 라 피냐의 주택들 위에
자리잡은 이 정원은 마돈나 델라
코스타의 성소지까지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멀리 몬테 비뇨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산레모 & 프랑스 리비에라

산레모 바로 외곽에,
부싸나 베키아 마을이
있습니다. 1887년 지진 후
이곳은 예술가와 장인을 위한
야외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THE
MALL
SANREMO.
산레모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이 곳은 이탈리아 및 세계 패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품 쇼핑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의류에서 신발,
액세서리 및 향수에 이르기까지
꿈만 같은 이 명품 아울렛에서의
하루는 여러분께 특별한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숙소. 잊을 수 없는 멋진 여행을 위해
지오 폰티(GIO PONTI)가 디자인한 해수
수영장을 갖춘 5성급 숙소인 산레모
로열 호텔(ROYAL HOTEL SANREMO)
을 선택하십시오. 복고풍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골동품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랜드 호텔 & 데 장글래(GRAND HOTEL
& DES ANGLAIS)의 인테리어는 골동품
가구들로 꾸며졌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른
특권 계층과 차이를 보이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빛났던 여황제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호텔 드 파리(HOTEL
DE PARIS)의 개관을 선언했었습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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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파란 바다 속으로
VIP들이 좋아하는 비밀 장소.
몬테 카를로의 호텔 드 파리(HOTEL DE PARIS)부터 니스의 프롬나드 데
장글래(PROMENADE DES ANGLAIS) 호텔까지. 트렌디한 장소들, 바다
그리고 엄청나게 멋진 호텔들
프랑스 리비에라. 산레모에서 보내는
이틀은 프랑스 리비에라의 온화한 기후를
즐기며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무수한
마을들에 푹 빠지기에 완벽합니다. 첫째 날은
벤티밀리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멘토네에서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멘토네는 미슐랭에서 인정한 바다 전망의
레스토랑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모나코 공국에 도착합니다. 이틀째
밤은 꼭 몬테 카를로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이 지역을 상징하는 호텔 드 파리(HOTEL DE
PARIS)에는 알 랭 뒤카스(ALAIN DUCASSE)
쉐프가 이끄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아니면 겨울 가든 로비가
있는 호텔 에르미타쥬(HOTEL HERMITAGE)
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계시는 며칠 동안
카지노를 즐길 수도 있고, 건축가인 렌초
피아노 (RENZO PIANO)의 최신 '발명'
을 잊지 않기 위해 모나코 왕자 레니에
3세가 설립한 요트 클럽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렌초 피아노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인공섬에서 작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몬테 카를로에서 제트기로
여행하던 부유층들이 떠난 후 이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을 고안해 냈고, 그것은 포시즌

호텔(FOUR SEASONS HOTEL)인 그랜드호텔 뒤 카프페라(GRAND-HOTEL DU
CAPFERRAT)에서 빨간 레이싱카들의 경주를
관람하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은 천국과 같고 역사 애호가들은
한때 베아트리스 에프뤼시 드 로스차일드
(BÉATRICE EPHRUSSI DE ROTHSCHILD)
남작 부인이 살았던 9개의 경이로운 정원에
둘러싸인 빌라 로제에 들러 즐깁니다.
이 정원 중 하나는 음악이 흐르는 녹지를
자랑합니다. 다음 날 이른 오후에 니스로
이동하여 파란 의자가 늘어선 프롬나드 데
장글래에 갑니다. 네그레스코(NEGRESCO)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샹뜨클레르(CHANTECLER)에서
샹트클레르 대표 저녁 식사를 즐기십시오.
유리 돔을 갖춘 호텔의 조용한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루아제트 거리와 그곳의 칸
영화제 본부 앞 세계적인 스타들을 위해
마련된 개인 무대! 밤에는 인터콘티넨탈 칼튼
칸(INTERCONTINENTAL CARLTON CANNES)
호텔의 무한한 매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용 해변과 지중해의 마키에서 떠오른 듯한 바위 위에 자리잡은 그림 같은
마을들이 위치한 자연 그대 로의 만.
절묘한 해안 도로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멋진 드라이브 길을 열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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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와 VIP 행사
노만
포스터
(Norman
Foster)가 증기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모나코 요트
클럽은 해질녘까지 술을 한 잔
마시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매년 5월에
3마일의 코스를 질주하는
카레이서의 재치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들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하는 포뮬러 1
의 모나코 그랑프리 코스가
펼쳐지는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그리말디(Grimaldi) 가문은
우승을 수상한 레이서에게
전통에 따라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슈마허는 페라리로
그랑프리를 세 번이나
수상했습니 다.

서킷

몬테 카를로와
모나코 공국,
이탈리아에서
영감을 받은 전설

바다
이곳에는 수년간 앨버트
왕자 1세가 아조레스 제도
주변의 지중해와 바다를
항해한 후, 1889년 설립한
해양 박물관이 있습니다.
6500평방미터의 박물관에는
60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육지에서 멀지
않은 바다 속에 길게 이어져
있는 산호초인 방벽 암초
생태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 세기가
넘는 동안, 바다와 바다의
식물군과 동물군을 연구한
조사
결과를
보존하고
하우징 장비 뿐만 아니라
해양을
보호하고
지켜
왔습니다.

40

요트

프랑스
리비에라에서는,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니죠.

반도 위의 작은 세계, 바로
앙티브입니다.
피카소
박물관이 있는 구시가지는
구석구석까지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앙티브의 우편
번호는 그림 엽서 이미지로
채워져 꿈꾸는 빌라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매년
7월 여름 생 주앙 레 팽
(Saint Juan Les Pins)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 불이
들어오고 파티는 밤낮으로
진행됩니다.

해변
앙티브 해변은 자갈이
적당히 퍼진 고운 모래
사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바다가 아주
투명하게 보입니다.

음식
올리브는 건강에 무한히
좋은 음식으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프로방스의 허브, 요리의
맛과 향: 마조람, 타임,
사보리, 오레가노,
로즈마리 그리고
어울린다면 라벤더까지.
'아이올리' 소스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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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

프랑스 리비에라에는
수세기 전의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레렝 제도.
소나무와 유칼립투스 나무는
산타 마르게리타 요새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곳은 '
달타냥'의 아이언 마스크가
수감된 곳이기도 합니다.

폴트로나 프라우
(POLTRONA
FRAU)

여행

이탈리아
슈퍼카

로베르타
지오반니나
(Roberta
Giovannina)
의 역사, 건축 및 식물
투어를 통해 부유했던
19세기와
20세기
가문들의 과거 삶을
느껴 보십시오. 오르몬드
정원, 놓치지 말아야 할
꽃 박물관인 플로리지움
(Floriseum), 마지막 독일
황제의 거주지였던 빌라
지리오 그리고 빌라 노벨.

The Mall
Sanremo
주변에서
즐기실 수
있는 특별
한 산레모

올리브나무와
바다
사이에
자리잡은
이
18홀의 69파, 5203m
코스의 골프 클럽은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The
Mall
Sanremo는
방문객이 쇼핑으로 일상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엄청난 종류의 다양한 추가
혜택들을 제공하여 특별한
쇼핑 경험을 안겨 드립니다.
산레모 및 인근 마을로의
개인 여행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스토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요리 수업에
이르기까지, 또한 골프와
보트 여행을 할 수도 있으며
해안에서 돌고래와 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sanremo@themall.it

요리
교실
로베르타
지오반니나(Roberta Giovannina)를 통해
현지 요리사를 만나고 정통
페스토 소스 레시피로 요리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재료를
선택한 후, 요리사는 현지에서
나는
바질과
전통적인
레시피를 사용하여 대리석
손절구에 나무 봉으로 찧어
만든 맛있는 향기로운 페스토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고래 보호 구역

헬리콥터
타기

돌체-아쿠아
로베르타
지오반니나(Roberta
Giovannina)
투어로
리구리아
내륙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지역
중 하나인 리구리아 데이 피오리
여행하기. 이곳은 이탈리아 일급
비밀, 최고의 와인 중 하나인 로쎄세
디 돌체아쿠아의 고향입니다. 오래된
성이 그려진 클로드 모네의 작품
캔버스 위에 이 고대 마을은 그려져
불후의 명성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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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비(ULIVI)
골프 클럽
기록에 의하면 이 골프 클럽은
영국의 두 신사인 개넌과
블랜포드 그리고 강사 프렛과
파스콸리가 첫 라운드를 '
플레이'한 1931년 12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는 예술, 음악, 건축,
요리, 패션,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세계적으로 탁월합니다. The
Mall Sanremo에 매장과 쇼룸을
가지고 있는 폴트로나 프라우
(Poltrona Frau)는 이곳에서
폴트로나 프라우 토크를 통해
기억에 오래 남는 브랜드로서
이탈리아 디자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신만의 전통을
이야기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호텔을 떠날 때 이탈리아
슈퍼카를
이용해
보세요.
플로렌스 타운(Florence Town)
이 도와드립니다. 슈퍼카를
타고 이탈리아 시골과 프랑스
리비에라를 따라 기억에 남는
여행 을 즐겨 보세요. 이 지역 전통
점심 식사를 한 잔의 지역 와인과
함께 즐기시고 The Mall Firenze
에서 놀라운 쇼핑 경험으로
여행을 마무리하십시오.
도시
투어

산레모
피렌체
& 산레모
프랑스
& 키안티
리비에라

펠라고스 보호 구역 주변에서
4시간
동안의
탐험을
하시며 리구리아, 엘바,
코르시카 사이의 바다에서
보호되는 2000마리 이상의
8종의 고래류를 만나 보세요.
자연 서식지에서 이 웅장한
포유류 종을 관찰하는 것은
놀라운 장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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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케어(Monacair)와
함께하는 헬리콥터 투어로
모나코 최고의 풍경과 그
주변의 광경을 만나 보십시오.
모나코 헬기장에서 조종사는
동쪽으로 향해 캡 마틴 곶을
지나 멘토네까지 이 곳의
매력에 푹 빠지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스텔라, 세인트 아그네스,
고르비오, 로케부룬, 라 튀르비
마을들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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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
(ALEXAN 디쇼프
DER BER
DYSHEV
모스크
바

및 소유

주

매그넘

트래블

)

클럽 이

사

'훌륭한 건축
가
덕분에 최근 들
도
예술로서 상징 시
적
건물들이 들어 인 새
서고
있습니다'

훌륭한 건축
가들 덕분에
최근 도시
예술로서 상
징적인 새로
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오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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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들 중 하
모나코 시내
나로
와 카지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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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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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곧 다른 건
물이 지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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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초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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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섬으로
이는 새로운
지구를 탄생
시킬 것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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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에서
는 복원 작업 . 지난 몇 년간
이 이루어지
있습니다. 셰
고
프 파올로 사
리(Paolo Sar
가 미슐랭 스
i)
타를 획득한
최초의 100%
유기농 레스
토랑인 엘사
(Elsa)에 역임
것처럼 저명
한
인사들이 다
양한 프로젝
이름을 올리
트
고 있습니다
에
.

올로 리쏘 SO)
파
니
반
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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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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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
공국의 이 탈 투자의
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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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
AIIM
회장, 리쏘 쏘 모나코의 상
가 협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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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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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과 몬테 카
카를로에서는
고급 라이프
스타일, 요트
및 미식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The Mall Sanremo
에서 최고 중의
최고의 이탈리아
브랜드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프랑스 리비에라에
중동 여행객들이 칸과 몬테 카를로와
같은 여행지로 많이 찾아 옵니 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드 파리(Hotel
de Paris)와 에르미타쥬(Hermitage)
호텔은 몬테 카를로에서 제가 추천하는
곳입니다. 요시(Yoshi) 셰프가 있는 호텔
메트로폴(Hotel Metropole)에서는 일식
요리를 드시기에 적합합니다. 칸에서는
호텔 마제스틱 (Hotel Majestic)의
레스토랑 쁘띠 매종(La Petite Maison)
에서 최고의 음식을 라이브 음악과
함께하며 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프랑스
리비에라에서 산레모까지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바로 코
앞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쇼핑몰
The Mall Sanremo에서 특별한 쇼핑
경험을 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레모 로열 호텔(Hotel Royal Sanremo)
에 머물러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미셸 위트
(MICHE 웨어
L WITTW
호텔 하
ER)

얏트 리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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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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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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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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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긍정적인 스 예술을 경험할
에너지로
수 있는 놀
가
전통 시장
라
을 산책하 득찬 활기찬 도시 운 장소입니다.
입니다. 저
고 구시가
것을 좋아
지
합
는
및 지리적 니다. 또한, 바다 의 다채로운 거리 현지
와 산 사이
를 탐험하
으로 매우
에 자리 잡
는
지중해의
다양한 특
고
놀
별
뚜아으(L 라운 파노라마 전 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미식
e3
망
있
르 뚜아으 e)의 테라스에서 을 즐기 려면 레스 습니다.
점심 또는
(Le 3e)는
토랑 르
칵테일을
최
팔레드 라
즐겨 보십
메디떼라 고급 호텔인 호텔
시오.
네 (Hote
Méditerr
하
얏트 리
l
anée)의
3층에 위 Hyatt Regency N 젠시 니스
치하고 있
ice Palais
de la
습니다.

‘니스는
활
긍정적인 기 넘치는 도시
로
레스토랑 에너지가 가득합
테라스에 르 뚜아으(Le3e 니다.
)의
서
즐겨 보세 점심이나 칵테
일을
요'
45

인터뷰

산레모 대표

바다와 문화
그리고 쇼핑
산레모 로열 호텔(ROYAL HOTEL SANREMO)의 총괄 책임자,
마르코 사를로(MARCO SARLO)

'산레모에 오시면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고래가 출몰하는
펠라고스 보호 구역을
둘러보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노바 출신의 마르코 사를로는 대단한
경력과 수상 이력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왔습니다. 현재 산레모의 로열 호텔
(Royal Hotel)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The Mall Sanremo는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장소인가요?
산레모처럼 작은 도시가 이처럼 문화적,
예술적, 역동적인 분위기를 뿜어
낸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산레모에서는 매주 이벤트와 전시회가
열리고 열정으로 가득찬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꼭 쇼핑을 하며, 항상 시내 중심으로
향합니다. The Mall Sanremo의 오픈으로
이곳이 명품 산업의 목적지임을
확인했으며 국제 무대에서 산레모라는
도시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레모 로열 호텔과 The Mall
Sanremo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소속의
5성급 호텔인 로열 호텔은 The Mall
Luxury Outlets과 동일한 분야와 타겟의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기회가 중요하다고 결정을
했으며 함께 힘을 합치고 싶었습니다.
저희 호텔은 손님에게 VIP 서비스를
통해 The Mall Sanremo에 관한 전용
특권 루트를 통해 손님들을 환대로
맞이하고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기준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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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해외에서의 홍보를 통해 The
Mall Sanremo를 설명하고 저희가 만나는
고객과 여행사들을 끌어들입니다. The
Mall Sanremo와의 제휴한 이런 홍보로
저희 호텔은 몇 개월 만에 최대 잠재
고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산레모에서의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피냐 몬 아모르(Pigna Mon Amour)는
라 피냐의 역사적인 중심지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곳입니다. 위대한 싱어송
라이터를 위한 행사인 프레미오 텐코
(Premio Tenco)도 개최되죠. 말이 필요
없는 명소인 펠라고스 보호 구역도
가 보셔야 합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고래가 많이 출몰하는 곳이죠. 고래류와
돌고래의 진화를 해안 바로 앞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래를 보려고
바하 칼리포니아주까지 수천 마일 을
여행했었는데 여기보다 잘 보이지
않더군요.
로열 호텔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호텔의 레스토랑 코랄리나
(Corallina)는 1948년 건축가 지오 폰티가
지은 수영장 옆에 위치하며 놀라운 바다
전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담 스태프, 마술사 및 마스터 셰프가
있어 아이들도 저녁에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요리사
복장을 하고 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이들이 기뻐해서 저희도 만족합니다.

인터뷰

산레모 가요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70회 산레모 가요제의 사회자이자 예술 감독인 아마데우스(AMADEUS)

'산레모는 산레모 가요제에
푹 빠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69년 동안 한 번도
아리스톤 극장에서 산레모
가요제가 열리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요.
성전은 여전히 그곳에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성전이 아리스톤 극장 밖에
등장할 것입니다. 산레모
도시 전체에 엄청난 것들이
올 것입니다.

미나, 모두뇨, 첼렌타노, 미아 마르티니.
이들은 이탈리아 팝 음악 축제인 산레모
가요제에 참석한 가장 혁신적인 아티스트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중요한 제70회 산레모 가요체를 성공으로
이끌 올해의 바톤은 아마데우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2월 4일부터 8일까지
산레모의 아리스톤 극장에서 Rai Uno
방송국의 전파를 타고 선보이게 됩니다. 음악,
꽃, 멋진 의상이 돋보이는 산레모 가요제는
모든 이탈리아인을 한데 모으는 엄청난 가족
파티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고
누가 되고 싶은 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산레모 가요제에 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나요?
가족과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요. 가요제가 하는 날이면 우리
모두 집에서 함께 TV로 산레모 가요제를
보려고 했었죠. '오늘 저녁은 산레모 가요제
하는 날이네!'라고 말하면서 그날 만큼은
약속을 피했잖아요. 지금도 같아요. 69년
동안 우리 모두는 산레모 가요제를 함께
보고 싶어하죠. 다들 그 이야기를 하고요.
모두 산레모 가요제 노래에 대해 말하죠.
거기서 사용한 농담이나 소문거리들에 모두
관심 있어 해요. 산레모 축제가 모두를 위한
축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회자로서 산레모 가요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인가요?
저만의 친근하면서도 시니컬하고 저 자신을
비꼬는 재미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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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렐로(Fiorello)와
조바노티(Jovanotti)는
이 큰 가족 파티에 참여하는 형제처럼 큰 역할을
맡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저 두
친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나에게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두 명의 아티스트가 있다면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을 믿습니다.
예술 감독으로서 노래를 선택할 때 어떤
테마를 따랐나요?
느끼는 감정과 직감을 따랐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한 노래 목록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산레모시는 무엇을 제공하나요?
아리스톤 극장과 연결된 레드 카펫이 있는
야외 무대가 있을 겁니다. 도시 전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전시와 이벤트에 참여하며,
아티스트들은 매일 저녁 공연을 할 것입니다.
도시는 완전히 산레모 가요제에 빠질 것이며,
이번에는 새로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69년 동안 한 번도 아리스톤 극장에서 산레모
가요제가 열리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요.
성전은 여전히 그곳에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성전이 아리스톤 극장 밖에 등장할
것입니다. 산레모 도시 전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요제의 아름다움을 위해 모니카 벨루치가
올 예정인가요?
아, 누가 알겠어요… 오면 좋겠네요! 그날이
되면 알게 되겠죠. 오신다면 정말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서프라이즈가
되겠네요.

셰프

셰프

정통 요리 예찬

우리 둘처럼

클라우디오 멘고니(CLAUDIO MENGONI), 피렌체 보르고 산 야코포 레스토랑(BORGO SAN JACOPO RESTAURANT)의 수석 요리사

그런 다음 본능과 창의력으로 작업합니다.
와인과 와인 페어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보르고 산 야코포(Borgo San Jacopo)의
지하실에는 900개가 넘는 종류의 와인이
있습니다.
대표 요리는 무엇인가요?
토마토 셔벗과 무화과 당밀을 곁들인 생 야채
또는 익힌 야채 요리. 스코르톹네라를 곁들인
어린 돼지 꼬치 구이, 디종 머스타드와 포트
와인에 절인 샬롯; 볼락, 브로콜리, 타라곤을
곁들인 칼라마라타 파스타.
클라우디오 멘고니와 함께 피렌체를
걷는다면?
저는 아르노 강 너머의 올트라르노 지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보르고 산 야코포가 있는
곳이죠. 모든 곳에서 장인의 섬세하면서도
느긋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교하지만
느긋합니다. 이곳의 비아 마지오(via
Maggio) 거리에는 장인의 작은 부티크
가게들과 골동품 가게들이 있습니다. 피티
궁전과 보볼리 정원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한 팁이 있나요?
1월과 6월에 열리는 피티 워모(Pitti Uomo)
기간 동안 피렌체의 살바토레 페라가모
박물관을 방문해 보세요. 다양한 이벤트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올트라르노 지역을 정말
좋아합니다.
섬세하지만 느긋함이 있거든요'
1984년생인
클라우디오
멘고니는
2019년부터 피렌체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인 보르고 산 야코포(Borgo San
Jacopo)에서 셰프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미슐랭 스타를 수상했습니다.
당신의 세 가지 콘셉트에 어떤 철학이
있나요?
제 요리는 이탈리아와 지중해 스타일입니다.
순수하고 정확한 요리이죠 결정적인 맛으로
입안을 채웁니다.
좋아하는 재료가 있다면요?
도우 반죽이요.
요리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두 가지 순간이 있는데요. 먼저 재료를
면밀히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제철
재료인가? 이 식재료는 어디에서 왔나?).

산레모의 파올로 & 바르바라(PAOLO & BARBARA) 레스토랑의 파올로(PAOLO)와 바르바라 마시에리(BARBARA MASIERI)

파올로와 바르바라 마시에리는 그들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가족 전통 식당으로
1990년 미슐랭 스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철학은 세 가지 콘셉트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와인 그리고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 모두는
천연 재료입니다. 집에 초대한 친구처럼 고객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안한 우아함을
추구합니다.
요리의 땅 이야기를 말하시는데,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리구리아 서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를
떠오르게 하는 풍미가 담긴 요리를 만드는 것이죠.

'쉬올레(Sciolè)를 꼭 방문해
보세요.
최고의 지역 특산물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용하시는 재료는?
현지에서 나오는 생선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야채가 중요합니다. 채소밭에서 나오죠. 하나는
오스페달레티의 바다 옆에 있는데, 여기서 오늘의
채소, 계란, 아티초크를 얻습니다. 올리브 오일,
와인, 피냐 콩은 언덕 위의 다른 채소밭에서
나옵니다.

지중해 스타일의 생선 회입니다. 야채, 사프란 및
식용 꽃이 들어간 스프에 산레모의 새우로 채워진
파스타도 좋습니다. 야생 허브, 호두 페스토,
프레신서아 치즈를 곁들인 프레보지온 라비올리도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대표 요리는 무엇인가요?

산레모에서 당신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비밀의
장소가 있나요?
겨울 해변, 러시아 교회, 오르몬드 정원.
당신의 미식가 친구에게 산레모의 어떤 곳을
추천하나요?
최고의 지역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전통의
식료품점인 쉬올레(Sciol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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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 & 토스카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왜...
예술에서부터 음식과 와인, 창 던지기 그리고 중세 마상 시합에 이르기까지:
피렌체와 토스카나에서 열리는 가장 멋진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다이어리를 손에 들고
날짜를 적어 두고 꼭 즐겨 보십시오. 토스카나의 최고의 이벤트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레초
골동품 시장
매월 첫째 주말

피렌체
지속 가능한 생각
(Sustainable Thinking)
예술 및 패션 전시
2020년 3월 8일까지

피렌체
피에트로 아레티노
(Pietro Aretino)
르네상스 예술 전시회
2020년 4월 3일 금요일까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골동품
및 벼룩 시장.
역사적인
중심지의 거리를 따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살바토레 페라가모 박물관은
사람들에게 예술과 패션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성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Sebastiano
del Piombo)에서 타이탄(Titian)에
이르기까지 르네상스의 걸작품이
우피치 미술관에 전시됩니다.

피렌체
신이 신었다
(Worn by the Gods)
미술 전시회
2020년 4월 19일 일요일까지

피렌체
동방 박사의 행렬
2020년 1월 6일

피렌체
피티워모
(Pitti Uomo)
국제 패션 박람회
6월 16일 ~ 18일

의상 및 패션 박물관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현대까지 신발의 역사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동방 박사 행렬의 재연으로
원래는 메디치가의 장남 코시모의
기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상 이벤트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
남성복 및 남성 액세서리
전시회.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는 멋진 사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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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초
아레초 클래식 모터
무역 박람회
2020년 1월 11일 ~ 12일

피렌체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2020년 1월 20일

비아레지오
카니발과 장식 수레 퍼레이드
2020년 2월 1일 ~ 25일

아레초 피에레 데 콩그레시
궁전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는
클래식 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자동차, 빈티지 스쿠터 등 흥미로운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극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콘서트:
와그너, 힌데미트,
프로코피예프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니발
중 하나입니다. 거의 한 달
(1, 9, 15, 20, 23, 25) 동안
해안가를 따라 화려한 장식
수레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피렌체
토마스 사라체노(Tomás Saraceno)
미술 전시회
2020년 2월 22일 ~ 7월 19일

피렌체
테이스트 푸드 페어
(Taste food fair)
2020년 3월 7일 ~ 9일

피렌체
폭발하는 수레
2020년 4월 12일 일요일

스트로치 궁전에서는 가장 큰
이탈리아 프로젝트를 선보인
위대한 아르헨티나 예술가
토마스
사라체노(1973년

맛과 음식을 주제로 한 이
전시회는 레오폴다 역과
피렌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바에서 열립니다.

두오모 광장에서 폭발하는
마차가 없으면 피렌체의
부활절이 아닙니다. 화려한
역사가 가득한 행사.

피렌체
마지오 뮤지컬 피오렌티노
(Maggio Musicale Fiorentino)
축제
2020년 4월 23일 ~ 7월 22일

첼레 술 리고
피치 파스타 축제
2020년 5월 29일 ~ 31일

피렌체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콘서트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페스티벌이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페스티벌이 올해에
10개의
새로운
오페라
공연을 합니다.

발
도르치아
중심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제로 '
피치'(Pici:
이
지역의
전형적인 수제 스파게티)를
즐깁니다.

카쉬네 공원의 비사르노 아레나
경기장에서 2012년 록 명예의 전당
(Rock Hall of Fame)에 참가한
밴드를 위한 유일한 이탈리아
콘서트가 열립니다.

출생)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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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
폴 매카트니의 콘서트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아레초
마상 창시합(Saracen Joust)
2020년 6월 20일과 9월 6일

루카
여름
축제(Lucca
Summer
Festival)에서
장엄한 3시간의 콘서트…
38개의 찬양의 노래… 60년
이상의 음악.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그란데 광장의 아름다운
거리에서
말을
타고
환상적인 창 던지기 시합을
합니다.

피렌체
산 조반니의 불꽃 놀이
2020년 6월 24일

매년 피렌체에서
피렌체 수호신을
마법의
밤을
불꽃놀이 광경.

열리는
기리는
밝히는

토레 델 라고
푸치니 오페라 축제
2020년 7월 17일 ~ 8월 23일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
(Giacomo
Puccini)에
헌정하는 이 역사적인 오페라
축제는 호수 기슭에 있는 대형
야외 극장에서 열립니다.

피렌체 & 토스카나

피렌체
제프 쿤스(Jeff Koons) 전시회
2020년 9월 ~ 2021년 1월

볼테라
아스틸루디오(Astiludio)
깃발 던지기 시합
2020년 9월 6일 일요일

칼치오
스토리코(Calcio
Storico)시합 결승전은 산타
크로체 광장에서 열립니다. 15
세기 피렌체 스포츠로. 모든
시대 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 '토끼(Rabbit)'는 살아
있는 예술가가 판매한 가장
비싼 작품의 기록을 깼습니다.
스트로치 궁전에서 그의 마지막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첫째 일요일에
열리며, 이탈리아 전역에서
깃발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적에게 공격 받았을 경우
이러한 시합이 마을 사람들을
방어하는 기술로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에나
팔로 디 시에나(Palio di Siena)
경마
2020년 7월 2일과 8월 16일

체르탈도
메르칸티아(Mercatia) 축제
극장 투어 페스티벌
2020년 7월 15일 ~ 19일

키안티의 가이올레
에로이카(Eroica)
빈티지 자전거 경주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루카
루카 만화 & 게임 페스티벌
2020년 10월 28일 ~ 11월 1일

토스카나에서 가장 중요한
경마는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에나의 여러
지구들이 서로 대항하여
경합을 펼칩니다.

이 중세 언덕 마을의 거리는
트램폴린 연주자, 저글러
및 기타 놀라운 공연자들로
가득합니다.

키안티의 하얀 도로를 따라
빈티지 자전거의 역사가 깃든
경주가 시작됩니다. 경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를 통과하게
됩니다.

빌라 아 세스타
디툰토(Dit'unto)
길거리 음식 축제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매년 독창적인 정통 팝업
레스토랑 축제가 열립니다.
매년
유명한
인물들인
미슐랭 스타 요리사들이
참가합니다.

만화책,
애니메이션,
롤플레이
게임,
비디오
게임, 판타지 및 공상 과학
캐릭터를 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벤트입니다.

라야티코
테아트로 델 실렌지오
(Teatro del Silenzio)
연간 보첼리 음악 축제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몬테풀치아노
브라비오 델레 보티
(Bravìo delle botti)
와인 오크통 경주
2020년 8월 30일 일요일

산 조반니 다쏘
크레테 세네시의 송로 버섯
2020년 11월 7일 ~ 15일

산 미니아토
백 송로 버섯
전시 시장
2020년 11월 7일 ~ 22일

아레초
크리스마스 시장
2020년 11월 21일 ~ 12월 26일

크레테 세네시 언덕의 백
송로 버섯 시장은 1985
년 11월 둘째, 셋째 주말에
개최됩니다.

산 미니아토의 백 송로 버섯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귀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박람회는
11월 첫째, 둘째, 셋째 주말에
개최됩니다.

그란데 광장의 훌륭한 티롤리안
시장: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방울과 반짝이는 장식들,
크리스마스 선물, 나무 장식, 음식
그리고 티롤 지방에서 나는 최고의
맥주.

세계적인 토스카나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Andrea
Bocelli)가 주최하는 음악 및
오페라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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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
칼치오 스토리코
(Calcio Storico)
역사가 깃든 축구 시합
2020년 6월 24일

고대 도시 몬테풀치아노의
역사적인 중심지에서 8개
지역이 경쟁하는 유명한 와인
오크통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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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폴크로
팔리오 델라 발레스트라
(Palio della balestra)
석궁 사격 경기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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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레모 & 프랑스 리비에라

1년간의 행사…
놓쳐서는 안 될 이벤트
몬테 카를로에서 산레모까지, 프랑스 리비에라 전체에 걸쳐 여기 놓쳐서는 안 될 행사들을 엄선한 달력
이 있습니다. 즐길거리, 예술, 연극, 모터 대회 등을 즐겨 보세요.
불꽃놀이와 훌륭한 스포츠 행사.

산레모
밀라노 - 산레모
자전거 경기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프랑스 리비에라
정원 페스티벌
2020년 3월 ~ 4월

모나코
롤렉스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테니스 대회
2020년 4월 13일 ~ 19일

밀라노와 산레모 사이의
거리는 298km(188.2 마일)
로 현대 사이클링에서 가장
긴 전문 사이클링 1일 경
주입니다.

프로방스식 정원과 르네상스
및
마그레브
정원을
산책하고... 니스와 앙티브
사이에 위치한 80개의 공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모나코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되는 유명한 ATP 월드
투어 마스터 1000에 속하는
가장 유명한 스포츠 이벤트.

모나코
몬테 카를로 랠리
2020년 1월 20일 ~ 26일

산레모
산레모 가요제
2020년 2월 4일 ~ 8일

니스
카니발과 장식 수레 퍼레이드
2020년 2월 15일 ~ 29일

산레모
파올로 콘테(Paolo Conte) 콘
서트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칸
칸 영화제
2020년 5월 12일 ~ 23일

모나코
F1 그랑프리
2020년 5월 21일 ~ 24일

모나코
공국과
프랑스
남동부의 프랑스 리비에라를
따라 열리는 모터 스포츠
랠리 이벤트입니다.

70년 전 첫 선보인 이래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이탈리아 가요 음악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리스톤
극장에서 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니발
중
하나입니다.
리우데 자네이루 카니발과
베니스 카니발과 견줄 만
합니다.

파올로 콘테는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노래 중 하나인 '
아추로(Azzurro)'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리스톤
극장에서 공연합니다.

1946년 개최 이래 세계
영화의 수도가 된 칸은 유명한
크루아제트 거리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초대합니다.

카지노에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급커브에
이르기까지, 포뮬러 1의 어떤
경주도 모나코 그랑프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멘토네
레몬 축제
2020년 2월 15일 ~ 3월 3일

산레모
꽃의 카니발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모나코
봄 예술 축제(Festival Printemps des Arts) 음악 페스티벌
2020년 3월 13일 ~ 4월 11일

산레모
롤렉스 지랄리아 컵
해안 경주
2020년 6월 5일 ~ 10일

무쟁
무쟁 미식 축제(Les Etoiles de Mougins)
음식 페스티벌
2020년 6월 6일 ~ 7일

디아노 마리나
인피오라타(Infiorata)
꽃 예술 축제
2020년 6월 14일 일요일

1928년 선을 보인 이래
프랑스 리비에라의 주요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0톤의 감귤류 과일이
거대한 장식물과 수레를
장식합니다.

약 5만 개의 꽃으로 촘촘하게
장식된 화려한 꽃 장식
수레는 이 행사의 퍼레이드를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1970년 모나코 그레이스
공주에 의해 개최된 이래로
봄의 4주 또는 5주의 긴 주말
동안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매혹적인 해변 레이스
경기의 첫 번째 보트 경주는
6월 5일 산레모에서 산레모
요트 클럽과 함께 시작됩니다.

무쟁 마을은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준비한 음식을 위한
야외 극장으로 변신합니다!

성체축일의
일요일에
백만 개의 화려한 꽃잎이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거리를
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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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산레모 & 프랑스 리비에라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 점핑 대회
2020년 6월 25 ~ 27일

니스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국제 자전거 경주
2020년 6월 27일~ 7월 19일

아를
아를 국제 사진 축제(Les Rencontres d'Arles)
사진 페스티벌
2020년 6월 29일 ~ 9월 20일

모든 최고의 점퍼가 경쟁하는
글로벌 챔피언 투어의 무대로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명망있는 행사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3주 동안
레이싱을
하는
최고의
사이클리스트들,
올해는
니스에서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
축제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멋진 장소에 70개가 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모나코
아트 엔 시엘(Art en ciel)
불꽃놀이 대회
2020년 7월 ~ 8월

모나코
스포르팅 여름 축제(Sporting
Summer Festival)
음악 행사
2020년 7월 ~ 8월

아비뇽
아비뇽 연극제(Festival d'Avignon)
공연 예술 행사
2020년 7월 3일 ~ 23일

프랑스 리비에라 최대의
국제 대회로, 최고 품질의
불꽃놀이를 보여 줍니다.

매년 모나코는 모든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초대하여 살르
데 에투와(Salle des Etoiles)로
초대하여 뛰어난 공연을 펼칩니다.
여름의 몬테 카를로 스포르팅.

매년 7월, 아비뇽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극장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 공연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모나코
헤라클레스 육상 경기(Meeting Herculis)
육상 경기 대회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칸
불꽃놀이 예술 축제
2020년 7월 14일 ~ 8월 24일

니스
재즈 페스티벌
2020년 7월 17일 ~ 21일

세계 육상의 가장 유명한
스타들이 모나코의 스타드
루이스
2세
스타디움에
국제적으로 모여 고도의
스포츠 쇼를 선보입니다.

해안가에서 열리는 이 유명한
국제 불꽃놀이 대회에는 20만
명의 관중이 모여 매일 저녁
크로아제트 거리가 붐빕니다.

초목 극장(Théâtre de Verdure)과
마세나 광장(Place Masséna) 에서
열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재즈
페스티벌 중 하나로 프랑스 리비에라의
필수 행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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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상 프로방스
라벤더 축제
8월 상순

피날보르고
중세로의 여행
8월 마지막 날

제노바
국제 보트 쇼
2020년 9월 17일 ~ 22일

무료 연례 행사로 150명의
장인과 라이브 음악, 훌륭한
음식, 와인 시음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즐길거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재연하고,
마을
전체가 과거로 돌아가 전통의
공예와
놀이,
요리법을
선보이는 독특한 행사입니다.

매년 제노바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보트 쇼 중
하나입니다. 전시 구역에서
육상 및 수상 쇼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모나코
모나코 요트 쇼
2020년 9월 23일 ~ 26일

산레모
텐코 시상식(Tenco Award)
작곡 경연 대회
10월

산레모
The Mall Sanremo 골프 컵
18홀 - 3카테고리
10월 ~ 11월

세계 최고의 럭셔리 요트 부문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슈퍼 요트 행렬을
선보일 것입니다. 헤라클레스
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974년 이래 매년 개최되며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및
세계적 가수 작곡가들이 이
축제에 초대됩니다.

대회는 울리비 골프 클럽
(Golf Club degli Ulivi)에서
진행되고 The Mall Sanremo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니스
크리스마스 마을
12월

멘토네
크리스마스 장식들
12월

니스 중심의 크리스마스
마을에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는 오두막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겨 보세요!

이 연말 축하 행사에서
'레몬의 도시 (City of Lemons)'
는 수천 개의 조명으로 모습을
바꾸며 장식됩니다.

모나코
몬테-까를로 국제 서커스 대회
(Le Ballet de Monte-Carlo)
댄스 공연
2020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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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적인 기회자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
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모나코
공국의 유명한 댄스 공연입니다.

인터뷰

The Mall Firenze

The Mall Sanremo

The Mall Firenze는 토스카나의 중심에
있는 명품 아울렛입니다. 피렌체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적이고 혁신적인 패션
브랜드들을 한 곳에서 만나 보실 수 있는
The Mall Firenze에서는, 방문객이 기존의
쇼핑 방식을 뛰어 넘어 새로운 쇼핑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패션과
탁월한 주변 환경 그리고 따뜻한 환대.
이것이 바로 이 유명한 이탈리아 패션
기업의 성공 열쇠입니다. 방문객들이
말 그대로 사랑에 빠지는 이 장소에서
우아함과 특별함을 느끼실 겁니다.
요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토스카니노
(ToscaNino)에서 완벽한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토스카니노는 두 개의
공간으 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레스토랑&

푸른 언덕과 에메랄드 바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산레모는 꽃의
리비에라의 보석과 같습니다. 특별한
기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사람들은 일년 내내 이곳을 여행하고
싶어합니다.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이 배경을 뒤로 The Mall
Sanremo는 명품 쇼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인 특별한 공간은 방문객에게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The Mall Firenze
와 같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탈리아
및 세계적 패션 브랜드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의류에서 신발까지,
액세서리와 가장 매력 있는 향수까지,
이 명품 아울렛에서의 꿈과 같은

보테가(Restaurant&Bottega)이고 다른
하나는 간단한 식당인 비스트로(Bistrò)
입니다. 쇼핑하시는 하루 동안 진정한
미식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토스카나의 장인
정신과 경험, 전통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훌륭한 요리를 고급스러운 데코레이션
및 완벽한 서비스와 함께 즐겨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개인 맞춤 시설과
접객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 다. 버스
환승(버스는 피렌체의 주 기차역 옆의
Busitalia 정류장에서 30분 간격으로 가능)
과 고급 셔틀(호텔에서 직접 픽업하여
피렌체를 왕복 운행) 그리고 택스 프리
라운지와 웰컴 라운지 및 기타 많은
서비스들로 더욱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쇼핑 경험을 즐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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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특별하고 독특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
맞춤 서비스들로 완벽하고 가치
있는 쇼핑이 될 것입니다. 택스 프리
라운지와 웰컴 라운지에는 방문객과
동반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든 방면에서 최고급의 독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반
정보에서부터 현재 진행되는 프로모션
행사까지, 개인에 맞춘 여행 계획을
제공하여 주변 지역까지 둘러보실 수
있는 기회도 만나 보십시오. The Mall
Sanremo는 제노바, 토리노, 밀라노
그리고 모나코와 니스에서도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리비에라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접근이
쉽습니다.

MY MALL GUIDE

호텔

피렌체
카스텔로 델 네로 호텔 & 스파
(Castello Del Nero Hotel & Spa)
주소 Str. Spicciano, 7
Barberino Tavarnelle
전화. +39 055 0981946
comohotels.com/castellodelnero
포시즌(Four Seasons)
호텔 피렌체
주소 Borgo Pinti, 99
전화. +39 055 26261
fourseasons.com
헬베티아 & 브리스톨 피렌체 - 스타호
텔스 콜레지오네 (Helvetia & Bristol
Firenze Starhotels Collezione)
주소 Via dei Pescioni, 2
전화. +39 055 26651
hotelhelvetiabristol.com
호텔 베르니니 팰리스(Hotel Bernini Palace)
주소 Piazza di S. Firenze, 29
전화. +39 055 288621
hotelbernini.duetorrihotels.com
브루넬레스키 호텔(Hotel Brunelleschi)
주소 Piazza Sant'Elisabetta, 3
전화. +39 055 27370
hotelbrunelleschi.it
NH 컬렉션 피렌체 포르타 로사
(Hotel NH Collection Firenze Porta Rossa)
주소 Via Porta Rossa, 19
전화. +39 055 2710911
nh-hotels.com
사보이 호텔(Hotel Savoy)
주소 Piazza della Repubblica, 7
전화. +39 055 27351
roccofortehotels.com
일 살비아티노(Il Salviatino)
주소 Via del Salviatino, 21
Fiesole
전화. +39 055 9041111
salviatino.com
J.K 플레이스(J.K. Place)
주소 Piazza di Santa Maria Novella, 7

전화. +39 055 2645181
jkplace.com
룬가르노 컬렉션(Lungarno Collection)
콘티넨탈레(Continentale)
주소 Vicolo dell’Oro, 6r
전화. +39 055 27262
캘러리 아트 호텔(Gallery Art Hotel)
주소 Vicolo dell'Oro, 5
전화. +39 055 27263
호텔 룬가르노(Hotel Lungarno)
주소 Borgo San Jacopo, 14
전화. +39 055 27261
포트레이트 피렌체 (Portrait Firenze)
주소 Lungarno degli Acciaiuoli, 4
전화. +39 055 27268000
lungarnocollection.com
플라자 호텔 루케시(Plaza Hotel Lucchesi)
주소 Via il Palagio, 59 Rignano sull’Arno
Ph. +39 055 26236
hotelplazalucchesi.it
를래 산타 크로체 플로렌스
(Relais Santa Croce Florence)
주소 Via Ghibellina, 87
전화. +39 055 2342230
baglionihotels.com
를래 빌라 알 벤토(Relais Villa al Vento)
주소 Via Santa Maria Maddalena, 13
Incisa in Valdarno
전화. +39 348 3812822
relaisvillaalvento.com
더 세인트 레지스 플로렌스
(The St. Regis Florence)
주소 Piazza Ognissanti, 1
전화. +39 055 27161
stregisflorence.com
더 웨스틴 엑셀시어 플로렌스
(The Westin Excelsior Florence)
주소 Piazza Ognissanti, 3
전화. +39 055 27151
westinflorence.com
빌라 코라(Villa Cora)
주소 Viale Machiavelli, 18
전화. +39 055 228790
villaco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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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라 마싸(Villa La Massa)
주소 Via della Massa, 24 - Candeli
전화. +39 055 62611
villalamassa.com
빌라 올미 피렌체(Villa Olmi Firenze)
주소 Via del Crocifisso del Lume, 18
전화. +39 055 637710
villaolmifirenze.com
빌라 일 팔라지오(Villa Il Palagio)
주소 Via il Palagio, 59
Rignano sull’Arno
전화. +39 055 8348865
villapalagio.it
빌라 레 마스케레(Villa Le Maschere)
주소 Via Nazionale, 75
Barberino di Mugello
전화. +39 055 847431
villalemaschere.it
빌라 만지아카네(Villa Mangiacane)
주소 Via Faltignano, 4
San Casciano Val di Pesa
전화. +39 055 8290123
mangiacane.com
빌라 피티아나(Villa Pitiana)
주소 Via Provinciale per Tosi, 7 Donnini
전화. +39 055 860259
villapitiana.com
빌라 산 미켈레(Villa San Michele)
주소 Via Doccia, 4 - Fiesole
전화. +39 055 5678200
belmond.com
빌라 술아르노(Ville Sull’Arno)
주소 Lungarno Cristoforo Colombo, 1-5
전화. +39 055 670971
hotelvillesullarno.com
아레초
폰테룬가(Fontelunga)
주소 Via Cunicchio, 5
Pozzo della Chiana
전화. +39 0575 660410
fontelunga.com

일 보르노(Il Borro)
주소 Località Il Borro, 1
San Giustino Valdarno
전화. +39 055 977053
ilborro.it
일 팔코니에레(Il Falconiere)
주소 Loc. San Martino a Bocena,
370 Cortona
전화. +39 0575 612679
ilfalconiere.it
일 펠리카노(Il Pellicano)
주소 Località Sbarcatello
Porto Ercole
전화. +39 0564 858111
pellicanohotels.com
그로세토
카스텔 포로나(Castel Porrona)
주소 Via della Fiera,
Porrona Cinigiano
전화. +39 0564 993206 	
castelporrona.it
콘티 디 산 보니파치오(Conti di San Bonifacio)
와인 리조트
주소 Località Casteani, 1
Gavorrano
전화. +39 0566 80006
0566 028072
contidisanbonifacio.com
란다나 테누타 라 바디올라
(L'Andana Tenuta La Badiola)
주소 Località Badiola
Castiglione della Pescaia
전화. +39 0564 944800
tenutalabadiola.it
루카
GH 프린치페 디 피에몬테(GH Principe di Piemonte)
주소 Piazza Puccini, 1
Viareggio
전화. +39 0584 4011
principedipiemonte.com
프린치페 포르테 데이 마르미(Principe Forte dei Marmi)
주소 Viale Amm. Morin, 67
Forte dei Marmi

전화. +39 0584 783636
principefortedeimarmi.com
시에나
보르고 산토 피에트로(Borgo Santo
Pietro)
주소 Borgo Santo Pietro Loc.
Palazzetto - Chiusdino
전화. +39 0577 752943
borgosantopietro.com
카스텔로 반피(Castello Banfi)
주소 Poggio alle Mura - Montalcino
전화. +39 0577 877700
castellobanfi.com
카스텔 모나스테로(Castel Monastero)
주소 Monastero d’Ombrone
전화. +39 0577 570570
castelmonastero.com
호텔리토 루파이아(Hotelito Lupaia)
주소 Località Lupaia, 74
Torrita di Siena
전화. +39 0577 668028 	
lupaia.com
레스토랑

피렌체
Borgo San Jacopo
주소 Borgo San Jacopo, 62r
전화. +39 055 281661
lungarnocollection.com
부카 델오라포(Buca dell'Orafo)
주소 Via de’ Girolami, 28r
전화. +39 055 213619
bucadellorafo.com
부카 라피(Buca Lapi)
주소 Via del Trebbio, 1r
전화. +39 055 213768
bucalapi.com
칸티나 안티노리(Cantina Antinori)
주소 Via Cassia per Siena, 133
Bargino - San Casciano Val di Pesa
전화. +39 055 23595
antinor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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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브레오(Cibreo)
주소 Via del Verrocchio, 8
전화. +39 055 2341100
cibreo.com
에노테카 핀키오리(Enoteca Pinchiorri)
주소 Via Ghibellina, 87
전화. +39 055 242757
enotecapinchiorri.it
일 코벤티노 아 마리뇰레
(Il Conventino a Marignolle)
주소 Via di Santa Maria
a Marignolle, 10
전화. +39 055 3920425
ilconventinoamarignolle.com
라 보테가 엘 부온 카페
(La Bottega del Buon Caffè)
주소 Lungarno Benvenuto Cellini, 69r
전화. +39 055 5535677
borgointhecity.com
라 텐다 로싸(La Tenda Rossa)
주소 Piazza del Monumento, 9-14
Cerbaia in Val di Pesa
전화. +39 055 826132
latendarossa.it
오스테리아 디 파씨냐노
(Osteria di Passignano)
주소 Via Passignano, 33 Loc. Badia a
Passignano Tavarnelle Val di Pesa
(Tavarnelle Val di Pesa)
전화. +39 055 8071278
osteriadipassignano.com
세.스토 온 아르노(SE·STO on Arno)
주소 Piazza Ognissanti, 3
전화. +39 055 27151
sestoonarno.com
솔로치치아(SoloCiccia)
주소 Via XX Luglio, 11
Panzano in Chianti
전화. +39 055 852020
solociccia.it
송로 버섯 경험 식당(Truffle Experience Restaurant)
주소 Via Porta Rossa, 19
전화. +39 055 3995913
savinitartuf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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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초
일 팔코니에레(Il Falconiere)
주소 Loc. San Martino a Bocena, 37
Cortona
전화. +39 0575 612679
ilfalconiere.it
레 키아비 도로(Le Chiavi d’Oro)
주소 Piazza San Francesco, 7
전화. +39 0575 403313
ristorantelechiavidoro.it
루카
다 카이노(Da Caino)
주소 Via della Chiesa, 4
Montemerano Manciano
전화. +39 0564 602817
dacaino.com
로렌초(Lorenzo)
주소 Via Giosuè Carducci, 61
Forte dei Marmi
전화. +39 0584 874030
ristorantelorenzo.com
리스토란테 림부토(Ristorante L’Imbuto)
주소 Via della Fratta, 36
전화. +39 340 5758092
limbuto.it
시에나
보르고 산토 피에트로(Borgo Santo Pietro)
주소 Loc. Palazzetto Chiusdino
전화. +39 0577 751222
borgosantopietro.com
레 코콜레 델아모로사(Le Coccole dell’Amorosa)
주소 Località l'Amorosa - Sinalunga
전화. +39 0577 677211
amorosa.it
오스테리아 레 로제(Osteria Le Logge)
주소 Via del Porrione, 33
전화. +39 0577 48013
osterialelogge.it
리스토란테 아르놀포(Ristorante Arnolfo)
주소 Via XX Settembre, 50
Colle Val d'Elsa
전화. +39 0577 920549
arnolfo.com

호텔

산레모
베스트 웨스턴 호텔 나치오날레
(Best Western Hotel Nazionale)
주소 Corso Matteotti, 3
전화. +39 0184 577577
hotelnazionalesanremo.com
그랜드 호텔 & 데장글래
(Grand Hotel & Des Anglais)
주소 Corso Imperatrice, 184
전화. +39 0184 667840
hoteldesanglais.com
호텔 드 파리(Hotel De Paris)
주소 Corso Imperatrice, 66
전화. +39 0184 520725
hoteldeparissanremo.it
호텔 미라마레 콘티넨탈 팰리스
(Hotel Miramare Continental Palace)
주소 Corso Matuzia, 9
전화. +39 0184 667601
miramaresanremo.it
호텔 파라디소(Hotel Paradiso)
주소 Via Roccasterone, 12
전화. +39 0184 571211
paradisohotel.it
로열 호텔 산레모(Royal Hotel Sanremo)
주소 Corso Imperatrice, 80
전화. +39 0184 5391
royalhotelsanremo.com
알라씨오
그랜드 호텔 알라씨오(Grand Hotel Alassio)
주소 Via Antonio Gramsci, 2
전화. +39 0182 648778
grandhotelalassio.com
빌라 델라 페르골라(Villa della Pergola)
주소 Via Privata Montagu, 9-1
전화. +39 0182 646130
villadellapergola.com
칸
호텔 바리에르 르 마제스틱
(Hôtel Barrière Le Majestic)
주소 10, La Croisette, Cannes
직통: +33 4 9298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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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33 4 970820900
hotelsbarriere.com
호텔 마르티네즈(Hôtel Martinez)
주소 73, Boulevard de la Croisette
전화. +33 4 93901234
hyatt.com
인터콘티넨탈 칼튼 칸
(Intercontinental Carlton Canne)
주소 58 La Croisette
전화. +33 4 93064006
www.intercontinental.com
에즈
르 샤또 드 라 셰브도르
(Le Château de La Chèvre d’Or)
주소 Rue de la Pise, Eze Village
전화. +33 4 93411224
chateaueza.com
가를렌다
라 메리디나아 를래 & 샤또 5*
(La Meridiana Relais & Chateaux 5*)
주소 Via ai Castelli 11,
Regione San Rocco
전화. +39 0182 580271
lameridianaresort.com
모나코
Fairmont Monte Carlo		
주소 12, Avenue des Spélugues
전화. 377 93 506500
fairmont.com
호텔 드 파리 몬테 카를로
(Hôtel de Paris Monte Carlo)
주소 Place du Casino
전화. +377 98 068682
montecarlosbm.com
호텔 에르미타쥬(Hôtel Hermitage)
(Hôtel Hermitage Monte Carlo)
주소 Square Beaumarchais
전화. +377 98 068683
montecarlosbm.com
호텔 메트로폴 몬테 카를로(Hôtel
Métropole Monte Carlo)
주소 Avenue de la Madone, 4
전화. 377 93 151515

metropole.com
몬테 카를로 비치(Monte Carlo Beach)
주소 Avenue. Princesse Grace
Roquebrune Cap-Martin
전화. +377 98 068684
www.montecarlosbm.com
니스
하얏트 리젠시 니스 팔레 드 라 메디테라네(Hyatt
Regency Nice Palais de la Méditerranée)
주소 13 Prom. des Anglais
전화. +33 4 93271234
hyatt.com
르 네그레스코(Le Negresco)
주소 37, Promenade des Anglais,
전화. +33 4 93166400 	
hotel-negresco-nice.com
생장카프페라
그랜드 호텔 뒤 캡 페라(Grand Hôtel
du Cap Ferrat)
주소 71 Boulevard du Général
de Gaulle,
전화. +33 4 93765050
fourseasons.com
르 캡 에스텔(Le Cap Estel)
주소 Avenue Raymond Poincaré
전화. +33 4 93762929
capestel.com
레스토랑

산레모
비브로스&Co(Bbros&Co)
주소 Via Volturno, 10
전화. +39 0184 1890854
전화. +39 0184 1890854
ristorantebbros.com
부카 체나(Buca Cena)
주소 Strada al Campo da Golf, 59
전화. +39 0184 557442
bucacena.it
질다(Gilda)
주소 Via Nino Bixio, 53, 18038
전화. +39 0184 1991778
gildarestaurant.business.site

이티투리스모 M/B 파트리찌아
(Ittiturismo M/B Patrizia)
주소 Corso Trento Trieste, 21
전화. +39 0184 1891905
전화. +39 349 8188317
ittiturismo.net
라 피녜세(La Pignese)
주소 Piazza Sardi, 7-8
전화. +39 0184 501929
apignese.it
파올로 & 바르바라(Paolo & Barbara)
주소 Via Roma, 47
전화. +39 0184 531653
paolobarbara.it
빅토리 모르가나 베이(Victory Morgana Bay)
주소 Corso Trento e Trieste, 16
전화. +39 0184 591620
victorymorganabay.it
리스토란테 토르투가
(Ristorante Tortuga)
주소 Via Nino Bixio, 93a
전화. +39 0184 840307
칸
라 팔름 도르(La Palme d’Or)
주소 73 Boulevard de la Croisette
전화. +33 4 9298741
restaurant-la-palme-d-or-cannes.com
라 쁘띠 메종 드 니콜(La Petite Maison
de Nicole)
주소 10 Boulevard de la Croisette
전화. +33 4 92987789
에즈
라 세브르 도르(La Chèvre d’Or)
주소 Rue de la Pise - Eze Village
전화. +33 4 93411224
chateaueza.com
모나코
블루 베이(Blue Bay)
주소 40 Avenue Princesse Grace		
Ph. +377 98 060360
montecarlosbm.com
르 루이 XV-알랑 뒤카스 아 호텔 드 파리
(Le Louis XV-Alain Ducasse à l’Hôtel d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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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Place du Casino
전화. +377 98 068864
ducasse-paris.com
르 비스타마르(Le Vistamar)
주소 Square Beaumarchais
전화. +377 98 069898
montecarlosbm.com
레스토랑 조엘 로브숑
(Restaurant Joël Robuchon)
주소 Hôtel Métropole Monte-Carlo, 4
Avenue de la Madone
전화. +377 93 151515
joel-robuchon.com
요시(Yoshi)
주소 Hôtel Métropole Monte-Carlo, 4,
Avenue de la Madone
전화. +377 93 151313
metropole.com
멘토네
미라주르(Mirazur)
주소 30 Avenue Aristide Briand
전화. +33 4 92418686
mirazur.fr
무쟁
르 칸딜(Le Candille)
주소 Hotel Le Mas Candille -Boulevard
Clément Rebuffel
전화. +33 4 92284343
lemascandille.com
르 물랭 드 무쟁(Le Moulin de Mougins)
주소 1028 Avenue Notre Dame de Vie
전화. +33 4 22529393
lemoulindemougins.com
니스
라 쁘띠 매종(La Petite Maison)
주소 11 Rue Saint-François de Paule
전화. +33 4 93925959
르 샹뜨끌레르(Le Chantecler)
주소 Le Negresco - 37
Prom. des Anglais
전화. +33 4 93166400
hotel-negresco-ni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