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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슬로푸드 운동의 본거지로
자리매김해온 이탈리아의 소도시 브라.
건강한 먹거리를 제시하고 전통 음식 보전
운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The Italian city of Bra has been the
headquarters of the Slow Food
movement since 1989. The
organization has catalogued
thousands of endangered foods and
even reinvented the Big Mac.

special destination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현지인이 아니고서는 북서
부 피에몬테 지방에 있는 인구 3만 명의 소도시 브라를 아는 이가
드물었다. 북쪽 50킬로미터 지점에 피에몬테의 주도(州都) 토리

U

ntil the late 1990s, the petite Piedmontese town of
Bra (population 30,000) remained unknown outside

of Italy. Overshadowed by Turin, the region’s capital lying

슬로푸드의 기본 취지는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이로워야 하며
재배자나 환경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The movement envisions access to and enjoyment of food that is good for people,
good for those who grow it and good for the planet.

노가 있고, 가까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로버섯의 고장 알바가

50km to the north, and neighboring Alba, a world mecca

위치해, 브라는 두 도시의 명성에 가려 있었다.

for truffles, Bra was living in the past.

2000년 전, 로마인들은 브라 인근 지역인 폴렌초에 정착촌을
꾸렸다. 브라 도심에서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폴렌

from Bra’s center and now part of the city — was the site

이르렀다. 슬로푸드는 먹거리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바라보는 세

Petrini took steps that would change Bra’s destiny

초는 현재 브라 시로 편입돼 있다. 먹거리에 관심이 많던 로마인

of a crucial Roman settlement. The food-loving Romans

계인의 시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슬로푸드 운동의

irrevocably. He established the Italian non-profit food

들이 폴렌초의 비옥한 계곡 지대를 발견한 것이다. 그 후 오랜 시

found the fertile valley irresistible. Ruins of the town’s

발상지, 브라는 미식가들의 성지(聖地)로 떠올랐다.

and wine association Arcigola, and founded Slow Food

간이 흐르면서 현지인의 주요 활동 무대는 브라로 이전됐다. 지

amphitheater and necropolis are still visible today. Over

슬로푸드의 기본 취지는 ‘품질 좋고 깨끗하며 공정한 방식으

역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19세기에는 가죽 산업이 브라의 최

the following two millennia, action shifted to Bra proper.

로 제조한’ 음식이다.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은 기본적으로 건강

years, Slow Food went on to revolutionize the way people

대 소득원으로 떠올랐다. 현지 역사학자인 파비오 바일로는 “가

With regional trade booming, leather developed into

에 이로워야 하며 재배자나 환경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around the world think about agriculture, food production

죽 산업이 한창 호황일 때는 무두질 공장이 무려 22개나 있었다”

Bra’s primary source of income during the 19 century.

슬로푸드 주창자들의 주장이다. 또 슬로푸드협회는 식용 동물이

and consumption, transforming the movement’s modest

고 설명했다. 그때만 해도 호시절이었다.

According to local historian Fabio Bailo, “At the industry’s

나 가축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해야 하며 먹거리 생산자는 공

birthplace into a place of epicurean pilgrimage.

peak, Bra was home to an incredible 22 tanneries.”

정한 방식으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브라의 화려한 시대는 저물어가는
듯했다. 첨단 기술이 확산되면서 무두질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Two thousand years ago, nearby Pollenzo — 5km

th

Yet by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t seemed Bra’s

International three years later. In the space of a few short

Slow Food’s central premise is to provide “good, clean

브라 시의 브루나 시빌레 시장은 패스트푸드와의 싸움에서 이

and fair” cuisine. The movement envisions access to and

대대로 전승된 와인 제조 기법도 외면당했다. 오랜 세월 사랑받

glory days were over. Technology had altered the

기려면 그것을 단순히 나쁜 존재로 규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

enjoyment of food that is good for people, good for those

은 전통 음식 역시 쇠퇴일로를 걸었다. 품질은 열등해도 조리가

leather market, and tanneries were abandoned. Historic

다고 말한다. 슬로푸드를 긍정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

who grow it and good for the planet. Animals — whether

간편한 가공식품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winemaking methods had also been neglected. Bra’s

하다는 것. 그런 인식에서 탄생한 것이 맥도널드의 ‘빅맥’을 재치

destined for our plate or used to assist agriculture —

timeless culinary traditions were dwindling, and were in

있게 변형시킨 ‘맥 드 브라’다. 시 당국이 개발한 이 샌드위치는

should be treated humanely. And food producers should be

이 바뀌게 되었다. 그는 비영리 음식 와인 협회 ‘아르치골라’를 설

grave danger of being lost in favor of processed food.

싸구려 소고기 패티와 치즈 대신 브라의 특산물인 송아지고기 소

fairly compensated for their work.

립했고, 더 나아가 3년 후에는 ‘국제슬로푸드협회’를 창설하기에

It was in 1986 that local food and wine writer Carlo

그러다 1986년 현지인 카를로 페트리니에 의해 브라의 운명

와인 박물관 겸 가게인 ‘라 반카
델 비노’에는 10만여 종에
달하는 진귀한 빈티지 와인이
가득하다(왼쪽). 브라의
지평선을 아름답게 수놓는
알프스 산맥. 브라 지방의
초콜릿 가게(오른쪽, 맨 오른쪽).

Assorted bottles at La
Banca del Vino, a

museum/wine shop

that’s home to 100,000

precious vintages (left).
The Alps dominate the
horizon of picturesque
Bra, Piedmont, Italy

(right). A local specialty
chocolate store (far
right).

시지와 현지에서 생산한 브라 테네로 치즈를 사용한다.

Bra Mayor Bruna Sibille claims that the battle against

브라 구시가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벽에 자리 잡은 달팽이
형상의 슬로푸드 표지판(맨
왼쪽). 시 중심부에서 열리는
브라 마켓(왼쪽). 치즈 박물관을
겸해 치즈 테이스팅 코스를
제공하는 ‘졸리토
포르마지’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오른쪽).

(From far left) A Slow

Food sign in the quaint

old town of Bra; the Bra
Market in the town

center. Assorted wheels
on display at Giolito

Formaggi, a renowned

cheese shop in Bra that’s
home to a cheese

museum and offers

cheese tastings (right).

맛의 방주 슬로푸드협회는 건강한 먹거리를 다양하게 제시

fast food cannot be won by demonizing the opposition.

바로 브라의 지역성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피에몬테 지방 사람

Slow Food has transformed Bra into a site of interna-

하는 한편, ‘맛의 방주’를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프

Instead, she says, “It’s all about offering Slow Food as

들의 개방적이고 너그러운 성향이 슬로푸드 운동의 원동력이 되

tional culinary interest. Yet Elena Aniere, program director

로젝트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고기와 치즈, 야생초 등 이

a positive option.” A case in point is the Mac ’d Bra, a

었죠. 다른 곳이었다면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at Slow Food, believes the association’s birthplace is

른바 ‘멸종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음식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sandwich developed by the local municipality. This playful

responsible for its success. “The openness and generosity

다. 슬로푸드협회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간

take on McDonald’s Big Mac replaces cheap beef patties

2년마다 개최되는 치즈 박람회에는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운
집한다. 올해는 9월에 개최될 예정. 이 지역의 미식과학대학에

주한다. 지금까지 방주에 포함된 음식은 1000여 개에 달한다. 카

and cheese with Bra’s unique veal sausage and Bra tenero,

입학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매년 수십 명에 달한

couldn’t have started anywhere else,” she says.

를로 페트리니는 협회 직원들에게 앞으로 5년 동안 9000여 개를

a relatively new local cheese.

다. 브라를 찾는 미식가들은 오로지 미각을 만족시키겠다는 일념

더 정리해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맛의 방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프로젝트인 ‘프레시디’는 목

Ark of Taste As well as protecting the diversity of all

of the Piedmontese mean the Slow Food movement really
Hundreds of thousands of visitors flock to Bra for

에 사로잡혀 있다. 브라를 완벽하게 체험하려면, 농장이나 와이

Cheese, a biennial artisanal cheese fair. The next one will

너리에서 운영하는 호텔 또는 식사가 제공되는 숙소에 여장을 풀

be held in September. Each year scores of international

록에 포함된 음식이나 전통 생산 방식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food, Slow Food maintains an “Ark of Taste.” This project

고 이 지역만의 독특한 농산물 재배법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봐

students enroll in programs at the University of

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400개의 프레시디가 있는데, 대표적

catalogues so-called “endangered” foods across the world

야 한다. 그런 다음 10만여 종류의 빈티지 와인이 보관되어 있는

Gastronomic Sciences. And an added benefit is the arrival

인 것들로는 말레이시아의 림바스 흑후추, 멕시코의 야생 치난틀

— from wild plants to regional meats and cheeses — all of

와인 박물관 ‘라 반카 델 비노’에 가보자. 음식 애호가라면 이보다

of food-loving tourists who come simply to eat and stay at

라 바닐라, 티베트 고지대의 야크 치즈 등이 있다.

which the association holds to be part of humanity’s cultural

더 좋은 여행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one of the many hotels and bed and breakfasts located on

슬로푸드협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행해온 프로젝트는 작고

heritage. A thousand food products are included in the Ark,

브라는 제1대 ‘치타슬로’이기도 하다.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

farms or wineries.
The town was even designated as one of the world’s

소박한 도시 브라를 전 세계 미식가들이 주목하는 곳으로 거듭나

although Petrini has challenged Slow Food employees to

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치타슬로’는 흔히 영어식으

게 했다. 프로그램 감독인 엘레나 아니에레는 슬로푸드의 성공이

catalogue 9,000 more within the next five years.

로 ‘슬로시티’라 부르는데, 전통, 문화, 음식, 재래시장을 꾸준히

first Cittaslow (Slow Cities). This distinction awards

지키고 있는 공동체 지역에 수여하는 타이틀이다. 슬로푸드의 정

sustainable communities for their focus on protecting

신을 삶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브라의 시의원인 동시에 치타슬로

traditional markets, food and culture. Local council

부회장인 루치아노 메사는 브라의 미식 문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

member and vice president of Cittaslow, Luciano Messa,

했다. “어떤 지역은 단지 글로만 접해도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explains Bra’s culinary spirit: “If you read about a place,

당신이 이곳의 현지 음식을 직접 맛본다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추

that’s one thing. But if you taste the food, you’ll never

억 하나를 갖게 될 겁니다.”

forget it.”

“피에몬테 지방 사람들의 개방적이고 너그러운 성향이 슬로푸드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죠.
다른 곳이었다면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 The openness and generosity of the Piedmontese mean that the Slow Food
movement really couldn’t have started anywhere els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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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미식가 양성소, 미식과학대학

The Science of Taste

renewable food production
methods. Classes (bilingual for
undergraduates, English-only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학교. 브라의 유명한 성(城) 아젠치아 디 폴렌초에 자리한 미식과학대학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for master’s students) cover

Bra’s Università degli Studi di Scienze Gastronomiche is the world’s only school
dedicated exclusively to the study of food production and its consumption.

artisanal beer-making to the

everything from viticulture to
fundamentals of EU food law.

Each year, around 300 selected

이탈리아 와인의 보고, 라 반카 델 비노

A Bank of Wines

Italian producers are asked to
deposit 90 bottles of their
greatest vintages here. Wines

아젠치아 디 폴렌초 지하에 위치한 저장고는 무려 10만여 종에 달하는 진귀한 빈티지 와인을 보관하고 있는
와인 박물관 겸 매장이다. ‘라 반카 델 비노’는 ‘와인은행’이라는 뜻이다.

are stored for at least five years;

La Banca del Vino (the Wine Bank) in the underground cellars of Agenzia di Pollenzo
is a cooperative that is home to more than 100,000 precious vintages.

Barbera, Barbaresco and

Piedmontese favorites include
Barolo. After this period, a
portion of the wine is sold or

“We have 13 different

sampled during tastings. The

nationalities in one class. We’re
2004년에 개교한 미식과학대학

법규까지 먹거리에 관한 모든 것을

Founded in 2004, the Università

so diverse, yet we all converge

1990년대 말, 슬로푸드의 창시자인

바르베라, 바르바레스코, 바롤로 등

During the late 1990s, Slow

rest is retained indefinitely as

(UNISG, www.unisg.it)은 웅장한

망라해 가르친다. 브라질 출신인

degli Studi di Scienze

somewhere — mainly on the

카를로 페트리니는 또 하나의 제안을

피에몬테 지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Food movement founder Carlo

part of the Wine Bank’s

성채인 아젠치아 디 폴렌초의 부지에

호베르타 파이아루는 대학원에서

Gastronomiche (University of

subject of food,” says Brazilian

내놓는다.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

와인들은 최소 5년간 보관한다.

Petrini proposed the creation of

memoria storica, or “recorded

넓게 자리하고 있다. 브라의 유명한 성,

‛인간 생태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Gastronomic Sciences, or

student Roberta Payaro, who is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들을 모아

이 기간이 지나면 일부는 판매하거나

a center dedicated to

history.” Knowledgeable staff

아젠치아 디 폴렌초는 카를로 알베르토

주제로 1년짜리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UNISG, www.unisg.it) occupies

completing a one-year master’s

보관하는 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시음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cataloguing and storing Italy’s

lead visitors through regular

왕과 사보이 왕가의 여름 별장으로

그녀는 미식과학대학의 가장 좋은

much of the imposing Agenzia

degree in Human Ecology and

그의 구상은 2001년에 실현되었는데,

와인은행의 ‘메모리아 스토리카’,

finest wines. His idea became

themed tastings. Depending on

1835년에 건축됐다. 인근에 위치한

점으로 다양한 문화를 꼽았다.

di Pollenzo, an important local

Sustainability. Bonds are forged

아젠치아 디 폴렌초의 지하 와인

즉 ‘역사 기록물’로 영구 보존한다.

reality in 2001, when La Banca

a visitor’s interest, particular

카시나 알베르티나 농장에도

“어떤 수업은 무려 13개 국가에서 온

castle constructed in 1835 as a

and made stronger by the study

저장고에 라 반카 델 비노(www.banca

와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del Vino (the Wine Bank) was

emphasis may be placed on

강의실이 있고, 세계 최대의 감각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해요.

summer residence for King

trips that take place five times

delvino.it)를 만든 것이다. 박물관과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테마의

established in the underground

lesser-known labels that are

분석 실험실도 있다. 미식과학대학은

출신 배경은 다양하지만, 음식이라는

Carlo Alberto and the Savoy

per year. These voyages are

와인 매장을 겸하는 이곳에서는

시음 행사를 연다. 방문객의 기호에

cellars of the 19th-century

difficult to purchase abroad or

요리 학교가 아니다. 이곳은 미래의

주제에서만큼은 모두 한 마음이 되죠.”

royal family. Additional

themed, focusing on a specific

이탈리아 전역에서 생산되는

따라 진행하는데, 이탈리아 밖에서는

Agenzia di Pollenzo. Part

biodynamic wines. The Wine

‘셰프’가 아닌 ‘미식가’를 양성하는

현장 실습에는 늘 테마가 있는데,

classrooms and the world’s

subject (such as confectionary

최고급 와인을 시음하고 구입할 수

구하기 어려운 생소한 브랜드나

museum and part shop, this

Bank (www.bancadelvino.it)

공간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식품을

과자나 커피 같은 주제나 케냐,

largest sensory analysis lab are

or coffee), or the food culture of

있다. 게다가 어지간해서는 시중에서

생물역학적 방식으로 생산한

unique locale gives visitors the

also organizes events most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농산물

멕시코처럼 독특한 음식 문화를

located nearby on the 19 -

a given area. Students create

접하기 힘든 빈티지 와인들을

와인이 테마가 될 때도 있다.

chance to sip, savor and

Monday evenings. These cover

재배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다룬다.

century farming estate, Cascina

video documentaries of their

영구 소장품으로 보관하고 있다.

월요일 저녁마다 다양한 행사를 연다.

purchase fine wines from all

a variety of subjects from

거듭한다. 수업은 학부는 영어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Albertina. UNISG is no cooking

trips, which are stored in

이탈리아 전역에서 엄선된

빈손으로 와이너리를 시작한

over Italy. It also offers a peek at

studying young winemakers

이탈리아어로, 대학원은 영어로만

영상은 학교의 자료 보관소에서

school. Instead, attendees are

UNISG’s data bank. UNISG

약 300명의 와인 제조업자들이

젊은 와인 생산자의 강연이나,

hard-to-find, historical vintages

who have recently started

진행된다. 포도 재배, 전통 맥주 제조,

보유한다. 미식과학대학을

gastronomes in the making.

welcomes visitors on

자신들이 생산한 최고의 빈티지 와인

현지 자연 환경의 이해 등 다양한

that form part of the Wine

vineyards from scratch, to

나아가 유럽연합의 음식 관련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행사도 연다.

Each student strives to protect

designated open days.

90병을 매년 이곳에 기탁한다.

주제의 강의를 진행한다.

Bank’s permanent collection.

understanding local terr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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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estination

guidebook

the Michelin-starred Guido

브라 지역의 대표 레스토랑

Eating Slow

Ristorante (www.
guidoristorante.it), situated in
the 19 -century granaries of the
th

슬로푸드의 발상지답게 브라의 레스토랑은 ‘품질 좋고 깨끗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제조한’ 음식을 지향하는
슬로푸드 운동의 핵심 취지에 걸맞은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다.

Agenzia di Pollenzo castle.

As Bra is the birthplace of Slow Food, it is no surprise that most regional restaurants
subscribe to the movement’s central tenets of “good, clean and fair.”

ingredients are locally sourced

About 95% of chef Alciati’s
before being transformed into

dell’Agenzia (www.albergo

브라 지역의 대표 숙박 시설

Slow Sleeps

agenzia.it) is located in
Pollenzo, within the same
ancient palazzo as the

농장이나 와인 양조장에 딸린 숙박 시설을 ‘아그리투리스모’라 부르는데, 이 아담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현지의 음식 전통에 대해 남다른 통찰력을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University of Gastronomic

Bedding down at an agriturismo — a hotel located within a farm or winery — offers
visitors an insight into the region’s culinary traditions.

working winery, the complex

Sciences. Though no longer a
was formerly charged with the
task of producing food for the

contemporary Piedmontese

Savoy royal family in the 1800s.

creations. Standouts include
오스테리아 델 보콘디비노(www.

곡물 창고에 자리한 이 레스토랑의

In the same building as the

triple porcini soup and veal

알베르고 칸티네 아스케리(www.

운영하지 않지만, 사보이 왕가가

The Ascheri family has been

Today each of the hotel’s 47

boccondivinoslow.it)는 슬로푸드

실내 장식은 자연스러운 멋이

Slow Food headquarters,

tartare layered with radicchio

ascherihotel.it)는 아스케리 가문이

머물렀던 19세기에는 왕실 농작물이

making wine since 1880 at

rooms and suites are named

본부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정통

돋보인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Osteria del Boccondivino (www.

and shaved truffles. Osteria

1880년부터 와인을 제조해온 공간이다.

이곳에서 재배됐다. 호텔의 47개

Bra’s Albergo Cantine Ascheri

after a Barolo, Barbaresco or

피에몬테 음식 레스토랑이다.

재료의 95퍼센트는 이 지역 토종

boccondivinoslow.it) was the

Murivecchi (www.ascherivini.it)

양조장은 8년 전 전면적인 재단장을

객실과 스위트룸에는 바롤로,

(www.ascherihotel.it).The

Roero cru. The breakfast buffet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인 카를로

산물이다. 알차티 셰프는 이 식재료를

traditional Piedmontese

is tucked into the Cantine

거쳐 세련된 시설로 거듭났고,

바르바레스코, 로에로 크루 같은

Ascheris opened a small

is seasonal and adheres to the

페트리니가 1980년대 말에 슬로푸드

이용해 피에몬테 특유의 현대적

restaurant where founder Carlo

Ascheri’s original cellars,

아담한 부티크 호텔이 추가로 조성됐다.

와인 이름이 붙어 있다. 조식 뷔페는

boutique hotel atop the winery

Slow Food philosophy. For

선언문 초안을 정리한 곳도 바로

감성이 돋보이는 요리를 선보인다.

Petrini first sketched out his

built in 1880. Under

객실에는 와인 숙성통을 이용한

슬로푸드의 철학을 고수, 철저하게

in 2005. Rooms have been

visitors keen to leave the city

이곳이다. 대표 메뉴로는 안초비

눈에 띄는 메뉴로는 그물버섯 수프,

Slow Food manifesto in the late

atmospheric vaulted ceilings in

테이블이 있고, 벽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제철 재료만으로 구성한다. 도시의

created with an eye for post-

behind, Barolo-makers Gian

소스에 뿌리채소를 찍어 먹는

적색 치커리인 라디키오와 잘게 썬

1980s. Dishes include

the main dining room, cured

주변을 둘러싼 알프스 풍경을 감상할 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픈 사람이라면

industrial design. Wine barrels

Paolo and Luisella Manzone’s

이탈리아식 퐁듀 ‘바냐 카우다’와

송로버섯을 얹은 송아지고기

Jerusalem artichokes doused in

hams are sliced to order and

있다. 와인 애호가들은 아래층에

바롤로 와인의 와이너리가 있는

have been transformed into

Cascina Meriame (www.

브라 지방 특유의 익히지 않은

타르타르가 있다. 오스테리아

anchovy-based bagna càuda

served up alongside Bra’s

위치한 칸티네 아스케리에서 생산하는

카시나 메리아메(www.barolo

tables. Telescopes pierce the

barolomeriame.com) is set on a

소시지를 곁들인 ‘타야린 에그

무리베키(www.ascherivini.it)는

and Tajarin egg pasta with raw

famous veal sausage.

아르네이스, 돌체토, 시라 와인 등을

meriame.com)를 추천한다. 이곳은

thick brick walls to offer views of

10ha vineyard in the rolling

파스타’가 있다. 슬로푸드협회의

칸티네 아스케리의 옛 와인 창고에

Bra sausage. Ingredients that

Seasonal specialties include

맛볼 수 있다. 와인 시음은 사전에

브라에서 남동쪽으로 25킬로미터

the surrounding Alps.

Langhe hills, 25km southeast of

프레시디로 등록된 재료도 메뉴판을

자리 잡은 레스토랑이다. 1880년에

fall within particular Slow Food

fennel, pan di zucchero (sweet

예약해야 하며, 참가비는 7~12유로

떨어진 란게 언덕 위, 10만 제곱미터

Oenophiles need only to head

Bra. The alluring property

장식한다. 인근에 위치한 폴렌초에서는

지은 이 건물은 와이너리 맞은편에

presìdi (such as Grigio di

bread), tuna and apple salad,

(한화 약 9800~1만7000원) 선이다.

규모의 포도밭에 있다. 5개 객실과

downstairs to sample Cantine

boasts five sunny rooms and

셰프 우고 알차티와 그의 동생인

있다. 계절 특선 요리로는 카스텔마뇨

Carmagnola rabbit) are flagged

gnocchi topped with creamy

알베르고 델아젠치아(www.albergo

아파트 한 채, 옥외 수영장이 전부지만,

Ascheri’s Arneis, Dolcetto and

one apartment. The

소믈리에 겸 지배인 피에로가 미슐랭

치즈를 곁들인 이탈리아식 수제비

on the menu. In nearby

Castelmagno cheese. The

agenzia.it)는 미식과학대학이 위치한

실내로 쏟아지는 햇살이 일품.

Syrah wines. Tastings are by

countryside is crisscrossed

스타 레스토랑 ‘귀도 리스토란테’를

뇨키가 있다. 아스케리산 와인은

Pollenzo, chef Ugo Alciati and

wines, straight from the Ascheri

폴렌초의 유서 깊은 성역(城域) 내에

주변에는 포도밭 사이를 가로지르는

reservation and range from

with hiking trails that wind their

운영하고 있다. 아젠치아 디 폴렌초의

최상의 맛을 자랑한다.

his brother Piero deftly manage

vineyards, are not to be missed.

자리하고 있다. 성역 내 양조장은 현재

하이킹 트레일이 펼쳐져 있다.

7-12 euros. Albergo

way through the vine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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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ir navigation

Bra

Milan

ITALy

Giolito Formaggi

Piazza Caduti
per la Libertà
Boccondivino

Albergo
Cantine Ascheri

Bra

●Getting There Milan

(“Drunken Bra” in Piedmontese

Malpensa International Airport

dialect), which is Bra tenero

(www.milanomalpensa1.eu) is

wrapped in grape skins, then

around 200km northeast of

aged for three to four months.

Bra. Three trains per hour

Giolito’s cheese-tasting

(www.trenitalia.com) serve the

sessions (about two hours, by

route from Milano Centrale

reservation) are priced from 25

train station to Torino Porta

euros, including wine.

Nuova, with onward service to
La Banca del Vino

Università
degli Studi
di Scienze
Gastronomiche

Guido
Ristorante

Bra hourly (total journey time is
two to three hours). Bra’s town

Korean Air flies Incheon ↔ Milan three times a week.

Standing tall in Piazza Caduti

center is compact and well-

per la Libertà, outside the

suited to exploring on foot,

municipality’s medieval façade,

although a car is handy for

is a sculpture of Bra’s holiest

visitors looking to travel further.

son, Giuseppe Benedetto

●Foodie Souvenirs
대한항공은 밀라노로 주 3회 운항합니다.

●Bra’s Saintly Son

Cottolengo. Born in 1786 to a
wealthy family, Cottolengo

A short stroll from Bra’s town

studied theology, entering the

center, Giolito Formaggi (www.

priesthood in 1811. But it was in

giolitocheese.it) is a port of call

1827 that Cottolengo’s life was

●찾아가는 길 밀라노의 말펜사

지방 사투리로 ‘술 취한 브라’라는

for dairy pilgrims. The bustling

transformed. After a

국제공항은 브라에서 북동쪽으로

뜻. 사장인 졸리토는 이탈리아

shop quickly gives way into a

tuberculosis epidemic left

약 200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식품 체인 ‘에아탈리’에서 판매하는

warren of aging rooms, holding

dozens of local children without

cheeses like the wedding

families or shelter, Cottolengo

cake-shaped Montebore and

gave away all of his belongings

crumbly Castelmagno, as well

and established a center to

Piazza Caduti
모든 per
치즈를
밀라노 중앙역에서는 토리노
la선정하는
Libertà전문가이기도
Giolito
포르타 누오바 역까지
매 시간Formaggi하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Boccondivino
졸리토의 치즈 시식 시간의
세 편의 기차를 운행하고, 토리노에서
1시간마다 브라행 기차가 출발한다.

참가비는 1인당 최저 25유로(한화

Albergo

총 여행 시간은 두세Cantine
시간 정도.Ascheri약 3만5000원)이며, 와인이
작고 아담한 브라의 도심은 걸어서
구경하기에 적당하지만, 좀 더 멀리
돌아보고 싶은 여행객이라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Bra

함께 제공된다(예약 필수).

as the city’s own Bra tenero
(aged 45 days), duro (aged six

La
Banca
del
Vino
months)
and
Parmesan-like

Universitàstravecchio (aged over a year).
degli Studi
Guido
●주변 볼거리 시청 바로 옆의
there’s even a
di ScienzeDownstairs
Ristorante
피아차 카두티 페르 라
리베르타
small dairy museum detailing
Gastronomiche
광장에는 브라가 낳은 성인 주세페

age-old techniques of cheese

●추천 식품점 브라의 도심 인근에

베네데토 코톨렌고의 조각상이

making. Gregarious third-

위치한 졸리토 포르마지는

서 있다. 1786년에 부유한 집안에서

generation owner Fiorenzo

유제품 애호가들의 순례지 같은

12자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난

Giolito creates his own unique

곳이다. 번잡스러운 매장 실내

코톨렌고는 신학을 공부한 후

cheeses, such as braciuk

너머에 숙성실이 마련돼 있는데,

1811년 사제의 길로 들어섰다.

이곳에는 웨딩케이크처럼 생긴

그러나 1827년 코톨렌고의 삶은

몬테보레, 쉽게 바스러지는

대전환을 맞는다. 결핵의 창궐로

카스텔마뇨, 45일간 숙성시키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브라의 명물 테네로 치즈가 매달려

거리로 내몰리자, 코톨렌고는

있다. 아래층은 대대로 전수해온

사재를 털어 가난한 사람을

치즈 제조 기법을 살펴볼 수 있는

돌보는 시설을 세웠다. 그는 1934년

낙농업 박물관으로 꾸며놓았다.

가톨릭 교회로부터 성인으로

3대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추서되었다. 성인의 생가는 현재

피오렌초 졸리토는 브라추크

브라 박물관으로 꾸며졌다. 18세기

같은 자신만의 독특한 치즈를

말의 가구를 비롯한 전시물을 통해

개발했다. 브라추크는 피에몬테

당시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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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for the poor. He was
canonized by the Catholic
Church in 1934. His birthplace
is now the Musei di Bra (www.
museidibra.it), which offers a
glance at life in the late 18th
century.
자세한 문의는
문의바랍니다.

으로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www.kaltou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