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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다양한 모습을 지닌 자치 공동체로,
주옥 같은 수많은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반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주변에 산, 계곡, 숲, 강, 호수,
황무지 등 다양한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경작지, 과수원, 목장, 포도주 제조장, 올리브 농장 등이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역사, 문화, 건축 유산 또한 보존되어 있으며,
16세기 이후 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조 중 하나였습니다.
마드리드와 근방 도시들은 남부 유럽,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모든
남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와 외교의
중심입니다. 또 점차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대략 500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적 시각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 덕분에 마드리드 지역은 전세계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처럼 훌륭한 식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의
요리는 그저 마드리드 음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과 세계
문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식문화는 일종의
환영 인사임과 동시에, 일상적이거나 이국적인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만드는 개방적인 시장입니다. 마드리드 지역 음식, 시장식,
일식, 모든 종류의 중식, 페루 음식, 멕시코 음식 등은 물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부터 가정식, 소박한 음식점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마드리드의 시장에는 모든 미식 애호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며 보통 그 자리에서 바로 시식할 수
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2019에는 마드리드 자치 공동체의 레스토랑
중 23곳이 소개되어있는데, 총 별 30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선
스페인이나 외국의 레시피를 이용하여 전형성을 벗어난 퓨전
요리를 만들거나 새로운 컨셉의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미식 여행 안내서

이뿐만 아니라 한입 거리의 음식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마드리드와 세계 문화 유산이 된 도시들에 있는
수많은 테라스와 바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은
삔쵸나 타파스 등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는 다양한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우리 지역 공동체의 맛있는 음식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자치 공동체의 모든 좋은 요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보여드릴 것도 매우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기 시장과
식문화 이벤트입니다. 전문적인 요리 이벤트부터 대중적인 것까지
매해 다양하게 개최되는데, 이런 행사는 국제 미식 분야에서
마드리드 지역 공동체가 갖는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가이드는 마드리드에 있는 모든 미식 문화에 대해
소개하기보다는, 일반적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몇몇 장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곳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테마를 정해 둘러 보세요. 웹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이드에서 소개하는 각 지역의
레스토랑이나 다양한 식문화 이벤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 소개된 모든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academia
madrileña de gastronomía

마드리드 미식 협회

이 가이드에서 제안되는 목록은 마드리드 미식 협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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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다양한 얼굴을
한 도시

마드리드 자치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와 오락이 있는 삶이 있습
니다. 콘서트홀, 극장, 영화관, 박물관, 운동시설이나 축제에서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마드리드는 이곳에 초대된 모든 방문객들
이 체류기간 동안 걸음마다 모든 감각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도 최고의 파트는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들에서는 마드리드 도시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식문화를 보여드립니다. 각각의 페이지에서 레스토랑이나 이벤트 장소의 이
름과 웹 사이트 주소, 구역 레퍼런스 등 실용적인 정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
다. 이 레퍼런스를 통해 이전 페이지에 있는 도시 지도에서 찾고자 하는 장
소가 어느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리와 음식 또한 문화이며, 마드리드는 이에 관한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할 장소들은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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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 여행 안내서

• 100년 전통의 레스토랑
• 넓은 홀
• 타페오
• 시장 음식
• 미식 시장
– 산 이델폰소 시장 (Mercado de San Ildefonso)
– 라 파스 시장 (Mercado de la Paz)
– 산 미겔 시장 (Mercado de San Miguel)
– 안톤 마르틴 시장 (Mercado de Antón Martín)
– 산 안톤 시장 (Mercado de San Antón)
– 바예르모소 시장 (Mercado de Vallehermoso)
• 지역 음식
• 세계 음식
– 아메리카 음식
– 유럽 음식
– 아시아 음식
– 일본
– 중국
– 동남아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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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통의 레스토랑

마드리드 백년 전통의 레스토랑 및 바 협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장소 12
곳을 묶었습니다. 이곳들 모두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으로 마드리드
요리를 잘 재현해 냅니다.
스페인의 역사는 마드리드에 있는 오래된 바와 레스토랑 벽 사이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오래된 장소들 중 많은 곳이 까스띠야 지방 최고의 요리를
제공합니다. 이 식당들은 옛날 유명 인사들의 잦은 출입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
세대를 걸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멋진 시간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라르디(Lhardy)는 마드리드 최고급 식당으로 1839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고급스러운 살롱에 앉아 도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꼬씨도 마드릴레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르도사 술집(la Bodega de la
Ardosa, 1892년)의 그 유명한 감자 토르티야도 추천합니다. 보틴 레스토랑(el
Restaurante Botín , 1725년)에서는 꼬치니요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카페 히혼(el Café Gijón, 1888년)은 20세기 첫 반세기 동안
마드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 모임이 있던 장소로, 까요스 아 라 마드릴레냐가
일품입니다. 계속 문학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스페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몇 편의 글을 썼던 건물에 위치한 까사 알베르토
(Casa Alberto)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의 알본디가와 꼬리찜을 꼭
맛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역사를 지닌 모든 레스토랑에서 마드리드의 다양한 레시피로
된 훌륭한 전통 음식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카사 시리아코 (Casa Ciriaco, 1887
년)의 전형적인 뻬삐또리아 닭요리, 라 카사 델 아부엘로 (La Casa del Abuelo,
1906년)의 감바스 알 아히요나 새우 철판요리, 라 포사다 데 라 비야(la Posada
de la Villa, 1642년)의 양 구이 또는 말라카틴(Malacatín , 1895년) 의 꼬씨도,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 술집 (la Taberna de Antonio Sánchez, 1830년)
의 전통 집시 요리와 카사 라브라 (Casa Labra, 1860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바칼라우 요리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엔카랄에 있는 카사 페드로 (Casa
Pedro, 1702년)에서는 좋은 술과 함께 다양한 까스띠야 요리를 제공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Asociación de Restaurantes Centenarios de Madrid 마드리드 백년 레스토랑 협회 / www.
restaurantescentenarios. es � Lhardy 라르디 /D. Centro / www.lhardy.com � Bodega de
la Ardosa 보데가 데 라 아르도사 / D. Centro / www.laardosa.es � Botín보틴 / D. Centro /
www.botin.es � Café Gijón카페 히혼 / D. Centro / www.cafegijon.com � Casa Alberto까
사 알베르토 / D. Centro / www.casaalberto.es � Casa Ciriaco까사 시리아코 / D. El Pardo
/ Tel. 915 48 06 20 � Casa Pedro까사 페드로 / D. Centro / www.casapedro.com � La Casa
del Abuelo라 카사 델 아부엘로 / D. Centro / www.lacasadelabuelo.es � Malacatín말라카
틴 / D. Centro / www.malacatin.com � Posada de la Villa포사다 데 라 비야 / D. Centro /
www.posadadelavilla.com � Taberna de Antonio Sánchez타베르나 데 안토니오 산체스 / D.
Centro / www.tabernaantoniosanchez.com � Casa Labra까사 라브라 / D. Centro / www.
casalabr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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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라운지

마드리드에서는 선구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전통 요리를 유지하는 정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많은 경우에 공식적인 학교로 쓰이기도 하며 마드리드
식문화의 근본이 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행을 멀리하지만 혁신은 가까이하
며 가장 대중적입니다. 우아한 홀을 갖추고 있는 오르체르 (Horcher)는 독일의 영향을
받은 요리를 제공하며, 1943년부터 계속 운영 중입니다. 노루 스트로고노프나 비프 굴
라쉬, 또는 전설적인 케이크인 바움쿠헨 등과 같은 전통 요리를 제공합니다. 살라카인은
스페인에서는 첫 미쉐린 레스토랑으로 별 세 개를 받았습니다. 엘 뻬께뇨 부카로 돈 리
오(el Pequeño Búcaro Don Pío)라는 새로운 지점에서 신화적인 음식들을 계속 만들
고 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2019에는 30개의 별을 받은 마드리드 지역 내 레스토랑 23
곳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별 세 개인 다이버XO(DiverXO), 별 두 개인 산셀로니
(Santceloni), 라 테라사 델 카시노(La Terraza del Casino), 라몬 프레샤 마드리드
(Ramón Freixa Madrid), DSTAgE와 코케(Coque), 그리고 별 하나인 엘 클럽 아야
드(El Club Allard), 카부키(Kabuki), 카부키 웰링턴(Kabuki Wellington), 알보라
(Álbora), 뿐또MX(Punto MX), 루아( Lúa), 아바라(A’Barra), 가이탄(Gaytán), 라 칸
델라 레스토(La Candela Restó), 세보(Cebo), 유고 더 벙커(Yugo The Bunker), 라 타
스케리아(La Tasquería), 클로스 마드리드(Clos Madrid), 엘 코랄 데 라 모레리아 가
스트로노미코(El Corral de la Morería Gastronómico) 그리고 엘 인베르나데로 (El
Invernadero)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에서는 치론(Chirón)과 몬티아(Montia)
가 별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리스트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새롭게 개발된 뛰어난 요리와 가족이나 여러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장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선구적이고 창의적인 인테
리어 디자인이 음료나 특별히 선정된 와인을 곁들인 최고의 음식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다이버XO는 마드리드에서는 미쉐링 별 3개를 받은 유일한 레스토랑입니다. 다
비스 무뇨즈가 쉐프로 일하고 있는데, 그는 넘쳐 흐르는 창의성으로 모험적인 요리를 하
거나, 아시아, 남아메리카, 스페인 요리를 혼합하는 식으로 기본을 뛰어넘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Horcher 오르체르 / D. Chamartín / www.restaurantehorcher.com � Zalacaín 살라카인 / D. Chamartín
/ www. restaurantezalacain.com � DiverXo 디베르Xo / D. Chamartín / www.diverxo.com � Santceloni 산트셀로니/ D. Chamberí / www.restaurantesantceloni.com � La Terraza del Casino 라 테라사 델
카시노/ D. Centro / www. casinodemadrid.es � Ramón Freixa Madrid 라몬 프레샤 마드리드 /D. Salamanca / www.ramonfreixamadrid. com � D’Stage D스테이지 / D. Centro / www.dstageconcept.com
� Coque 코케 / D. Chamberí / www.restaurantecoque.com � El Club Allard 엘 클럽 아야드 / D. Moncloa / www.elcluballard.com � Kabuki 카부키 / D. Chamberí / www.restaurantekabuki.com � Kabuki
Wellingron 카부키 웰링론 / D. Salamanca / www. grupokabuki.com � Álbora 알보라 / D. Salamanca /
http://www.restaurantealbora.com � Punto MX 뿐또MX/ D. Salamanca / www.puntomx.es � Lúa 루
아/ D. Chamberí / www.restaurantelua.com � A´Barra 아바라 / D. Chamartín / www.restauranteabarra.com � Gaytán 가이탄 / D. Prosperidad / www. chefjavieraranda.com � La Candela Testó 라 칸
델라 테스토 / D. Centro / www.lacandelaresto.com � Cebo 세보 / D. Centro / www.cebomadrid.com
� Yugo The Bunker 유고 더 벙커 / D. Retiro / www.yugothebunker. com � La Tasquería 라 타스케리아 /
D.Salamanca / www.latasqueria.com � Clos 클로스 / R. Chamberí / restauranteclosmadrid.com � El
Corral de la Morería Gastronómico 엘 코랄 데 라 모레리아 가스트로노미코 / www.corraldelamoreria.
com � El invernadero 엘 인베르나데로 / D. Chamberí / www.elinvernaderorestaurante.com � Chirón
치론 / Valdemoro / www.restaurantechiron.com � Montia 몬티아 / San Lorenzo de El Escorial / www.
monti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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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페오

마드리드는 서로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리와 광장, 수많은 기념비,
매우 흥미로운 관광지를 오랜 시간 산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거쳐가야 할
최고의 장소들을 선별하여 여정을 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페오의
특별한 묘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는 마드리드 식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바나 테라스 혹은 작은 레스토랑에서든 맥주나
베르무트를 마시며 가볍게 무언가를 먹으러 옮겨다니는 것은 확실히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긴 맛집 리스트는 다양한 가격대와 형태의 타파스와 술안주를
제공하지만, 상품의 퀄리티와 음식의 맛은 항상 보장합니다. 이 음식들을 맛
볼 준비가 되셨나요?
수준 높은 타파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내부에 바가 있으며 고급
와인을 제공하는 식당인 루아(Lúa), 알보라(Álbora), 알라바스테르
(Alabaster), 비아벨레스(Viavélez), 라파(Rafa), 산테라(Santerra) 혹은
쿠엔야스( Cuenllas) 등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라 데 데스피에세
(Sala de Despiece)는 시장에 있는 바인데, 매우 창조적인 내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고 잘 따라진 맥주, 다양한 와인이나 몇 가지 맛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 러시안 샐러드, 크로케타, 그 유명한 감자 토르티야 등을
마드리드의 어느 가게에서나 맛볼 수 있고, 모두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엘 도블레(El Doble), 나헤라(Nájera), 실카르(Sylkar), 라 마키나(La
Máquina) 혹은 엘 킨토(el Quinto)와 같은 곳에 믿고 가보세요.
프라도 미술관이나 티센, 혹은 로스 헤로니모스 성당 등 센터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한 걸음마다 수많은 식당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중
가르시아 데 라 나바라라는 와인점(la Vinoteca García de la Navarra)
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드리드 데노미나시온 데 오리헨의 포도주가
포함된 훌륭한 와인 메뉴 중 뛰어난 계절 상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타블라피나(Tablafina)에서는 흥미로운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빠른 것을 원한다면 엘 브리얀테(El Brillante)의 전형적인 샌드위치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다. 국회 바로 옆에 있는 에스타도 푸로(Estado Puro)
도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레트라스 지역에 가면 엘 링콘 데 호세(El
Rincón de José), 라 돌로레스( La Dolores), 로스 가토스(Los Gatos)
혹은 탄뎀( Tándem)에서 흥미로운 타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드리드에서 타파스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은
아마도 도시 숲의 중심인 레티로 근방일 것입니다. 몇몇만 얘기하자면,
훌륭한 요리사와 상품이 있는 라 카타파(La catapa), 간단한 타파스와
다양한 와인 메뉴가 있는 라레도(Laredo), 매우 흥미로운 메뉴가 있는 라
라케티스타(La Raquetista) 등이 있습니다. 또 메추리 샐러드, 살모레호,
미식 여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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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꼬리 요리 등이 유명한 라 몬테리아(La Montería), 질 좋은 해산물과
마드리드 최고의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라 카스텔라(La Castela), 좋은
술과 상품이 있는 아르사발(Arzábal) 등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쿨토
(Kulto)는 재미있고 캐주얼한 분위기입니다. 레스토랑 라파(Restaurante
Rafa)에서는 훌륭한 해산물 요리와 도시 최고의 샐러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레티로 공원 안, 플로리다(Florida)에서는 간단하게 즐길
음식부터 저녁식사까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엘
바르 알론소(El Bar Alonso)와 엘 포곤 데 트리폰(el Fogón de Trifón)
을 뺄 수 없습니다. 이 두 곳은 마드리드에서 바 문화를 제일 잘 보여주는
곳들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마드리드 음식으로는 보까디요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위에 언급한 많은 식당들에서도 보까디요를 찾을
수 있지만, 엘 포론 카나야(El Porrón Canalla)의 보까디요야말로 진정한
보까디요입니다.
라 라티나 지역에 있는 엘 비아헤로(El Viajero)처럼 마드리드는
놀라운 장소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곳의 옥상에서 볼 수 있는 전망은
이전의 마드리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혹은 플라테아(Platea)에서
화려한 내부를 즐기며 형식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Lúa루아 / D. Chamberí / www.restaurantelua.com � Álbora알보라 / D. Salamanca / www.
restaurantealbora.com � Alabaster알라바스테르 / D. Retiro / www.restaurantealabaster.
com � Viavélez비아벨레스 / D. Tetuán / www.restauranteviavelez.com � Santerra 산테라 /
D. Salamanca / www.santerra.es � Cuenllas쿠엔야스 / D. Moncloa-Aravaca / www.cuenllas.es � El Doble엘 도블레 / D. Salamanca / Tel. 915 91 94 62 � Nájera나헤라 / D. Chamberí
/ www.barnajera.com � Sylkar실카르 / D. Tetuán / Tel. 915 54 57 03 � La Máquina라 마끼
나 / D. Tetuán / www.lamaquinaoriginal.es � El Quinto Vino엘 킨토 비노 / D. Chamberí /
www.elquintovino.com � Sala de Despiece살라 데 데스피에세 / D. Retiro / www.saladedespiece.com � Vinoteca García de la Navarra비노테카 가르시아 데 라 나바라 / D. Centro /
www.garciadelanavarra.com � Tablafina타블라피나 / D. Arganzuela / www.tablafina.com
� El Brillante엘 브리얀테 / D. Centro / www.barelbrillante.es � Estado Puro에스타도 푸로 / D.
Centro / www.tapasenestadopuro.com � El Rincón de José엘 링콘 데 호세 / D. Centro / Tel.
914 29 90 73 � La Dolores라 돌로레스 / D. Centro / Tel. 914 29 22 43 � Los Gatos로스 가토스 /
D. Centro / www.cervecerialosgatos.com � Tándem탄뎀 / D. Retiro / eltriciclo.es/tandem
� La Catapa라 카타파 / D. Retiro / www.facebook.com/Taberna-La-Catapa � Laredo라레
도 / D. Retiro / www.tabernalaredo.com � La Raquetista라 라케티스타 / D. Salamanca /
www.laraquetista.com La Montería 라 몬테리아 / D. Retiro / www.lamonteria.es � La Castela라 카스텔라 / D. Retiro / www.restaurantelacastela.com � Arzábal아르사발 / D. Retiro
/ www.arzabal.com � Kulto쿨토 / D. Retiro / www.kulto.es � Restaurante Rafa레스토랑 라
파 / D. Retiro / www. restauranterafa.es � Florida Retiro플로리다 레티로 / D. Retiro / www.
floridaretiro.com � El Fogón de Trifón엘 포곤 데 티폰 / D. Chamberí / www.elfogondetrifon.
com � Bar Alonso바르 알론소 / D. Centro / www.barcerveriaalonso.es � El Porrón Canalla엘
포론 카나야 / D. Centro / www.elporroncanalla.com � El Viajero엘 비아헤로 / D. Salamanca
/ www.elviajeromadrid.com � Platea플라테아 / D. Salamanca / www.plateamadrid.com
미식 여행 안내서

시장 음식

마드리드에는 높은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는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정성들여 요리하며, 재료의 원래 맛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냅니다. 대규모 식당의 형식주의를 피하면서도 그곳의 음식들이나
서비스처럼 훌륭한 수준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컨셉의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선한 계절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로 가득한 메뉴를
구성하여, 원재료의 질과 훌륭한 솜씨가 특징이 되는 바와 레스토랑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마드리드의 수많은 시장 레스토랑 중에서 세사르 마르틴에 있는
라카사(Lakasa)는 창의적인 요리와 훌륭한 서비스, 그리고 좋은 와인
메뉴로 유명합니다. 스페인의 다양한 지역 음식을 다루는 라 타베르나
페드라사(la Taberna Pedraza), 멤비브레(Membibre) 레스토랑과
메디아 라시온(Media Ración) 레스토랑은 전통 음식과 창의적인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사냥 음식으로 유명한 트레세(Treze), 간단하지만
매우 높은 퀄리티의 음식을 제공하는 우아한 와인 전문점 모라틴
(Moratín), 매우 적은 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트리씨클로
(Triciclo), 항상 뛰어난 상품을 제공하는 라 부에나 비다(La Buena
vida), 내장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라 타스케리아(La Tasquería)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델라 과수원(La Huerta de Tudela), 라 만두카 데
아사그라(La Manduca de Azagra), 또는 카라바냐 과수원(Huerta
Carabaña) 등에서 최고로 선정된 야채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르세(Arce)나 데센카하(Desencaja), 혹은 오르텐시오
(Hortensio)같은 여러 조류 음식점들도 추천합니다.
시장 요리와 시그니쳐 키친 사이에서는 피스뮬러(Fismuler),
아마소니코(Amazónico), 빌보(Bilbo), 카르본 네그로(Carbón Negro)
등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음식만큼이나 와인 또한 매우 중요한 곳들이
있는데, 라비니아(Lavinia), 앙헬리타(Angelita), 혹은 A’Barra(아바라)
등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의 와인 메뉴에는 다양하고 좋은 샴페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테라(Santerra)나 피녜라(Piñera)에서는 바나 살롱에서
훌륭한 요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봄바 비스트롯(Bomba Bistrot)
에서는 높은 수준의 쌀 요리를, 라 타베르나 데 비아벨레스(la Taberna
de Viavélez)에서는 신기술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꼭 에스까베체를 맛봐야 하는데, 타베르나 베르데호
(Taberna Verdejo), 타마라 까사 로렌소( Támara Casa Lorenzo)
등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미식 여행 안내서

마드리드의 좀더 깊은 곳으로 이동해봅시다. 40년도 더 된 레스토랑 사챠
(el Restaurante Sach)에서는 골수 구이나 복어 팔사 라자냐를 맛볼 수
있습니다. 비리디아나 데 아브라함 가르시아(Viridiana de Abraham
García)는 또다른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카레 렌틸콩 에스토파도나
계란을 곁들인 버섯 무스 등 잊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하는 선구적이며
새로운 마드리드 요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마드리드를 방문하는 전세계
인물들로부터 미식의 신전이라 여겨지는 카사 루시오(Casa Lucio)에서
전설적인 계란 요리를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후안호 로페즈 베드마르의 요리와 계절 상품 덕분에 유명한 라
타스키타 데 엔프렌테(La Tasquita de Enfrente)는 마드리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스토랑입니다. 클럽 아야드(el Club Allard)에는 가장
포근한 인테리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새로운 뛰어난 시장 음식을
맛보고 싶으면 하비에르 아란다의 두 식당 라 카브라(La Cabra)와 가이탄
(Gaytán)을 방문해 보세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Lakasa 라카사 / D. Retiro / www.lakasa.es � Taberna Pedraza타베르나 페드라사 / D.
Chamartín / www.tabernapedraza.com � Membibre멤비브레 / D. Centro / www.restaurantemembibre.com � Media Ración메디아 라시온 / D. Salamanca / www.mediaracion.es
� Treze트레세 / D. Centro / www.trezerestaurante.com � Moratín 모라틴/ D. Centro / www.
vinotecamoratin.com � Triciclo트리씨클로 / D. Centro / www.eltriciclo.es � Bistronómika
비스트로노미카 / D. Centro / www.bistronomika.es � La Buena Vida 라 부에나 비다 / D. Salamanca / www. restaurantelabuenavida.com � La Tasquería 라 타스케리아 / D. Chamberí
/ www.latasqueria.com � La Manduca de Azagra라 만두카 데 아사그라 / D. Salamanca /
www.lamanducadeazagra.com � La Huerta de Carabaña라 우에르타 데 카라바냐 / D. Centro / www.huertadecarabana.es � La Huerta de Tudela라 우에르타 데 투델라 / D. Centro /
www. lahuertadetudela.com � Restaurante Arce레스토랑 아르세 / D. Chamartín / www.
restaurantearce.com � Desencaja데센카하 / D. Chamberí / www.dsncaja.com � Hortensio
오르텐시오 / D. Chamberí / www.hortensio. es � Fismuler 피스물레르/ D. Salamanca / www.
fismuler.es � Amazónico아마소니코 / D. Salamanca / www.restauranteamazonico.com �
Bibo비보 / D. Salamanca / www.grupodanigarcia.com/restaurantes/bibo/bibo-madrid
� Carbón Negro카르본 네그로 / D. Salamanca / www.carbonnegro.com � Lavinia라비니아
/ D. Salamanca / www.lavinia.es � Angelita앙헬리타 / D. Chamartín / madrid-angelita.es �
A’Barra아바라 / D. Salamanca / www.restauranteabarra.com � Santerra산테라 / D. Tetuán
/ www.santerra.es � Piñera피녜라 / D. Chamartín / https://restaurantepinera.com � La
Bomba Bistrot라 봄바 비스트롯 / D. Tetuán / www.labombabistrot.com � Viavélez비아벨
레스 / D. Tetuán / www.restauranteviavelez.com � Taberna Verdejo타베르나 베르데호 / D.
Salamanca / https://tabernaverdejo.com � Támara Casa Lorenzo타마라 카사 로렌소 / D.
Chamartín / www.restaurantetamaralorenzo.com � Sacha사챠 / D. Retiro / Tel. 913 45 59
52 � Viridiana비리디아나 / D. Centro / www.restauranteviridiana.com � Casa Lucio카사 루시
오/ D. Centro / www.casalucio.es � La Tasquita de Enfrente라 타스키타 데 엔프렌테 / D. Moncloa-Aravaca / www.latasquitadeenfrente. com � Club Allard클럽 아야드 / D. Chamberí /
www.elcluballard.com � La Cabra 라 카브라 / D. Chamartín / www. lacabra.chefjavieraranda.com � Gaytán가이탄 / D. Chamartín / www.chefjavieraranda.com
14 • 15

미식 시장

사실상 마드리드 어느 지역에서나 찾을 수 있는 오래된 식료품 시장 중
많은 곳이 맛집의 낙원으로 재개발되었습니다. 넓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이 장소에서 신선한 상품 판매와 활발하고 새로운 요리 경험 그리고 새로운
컨셉의 오락거리가 공존합니다.
미식 시장들에서 다양성, 퀄리티, 독창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식
상품과 전세계 모든 곳의 음식들, 높은 수준의 전통음식에서 최근 각광받는
새로운 경향의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긴 시간 문을 열며, 길을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산 일데폰소 시장 Mercado de San Ildefonso

Calle Fuencarral, 57 푸엔카랄 거리, 57번지

20개가 넘는 점포, 테라스 두 개, 그리고 세 개의 바가 세 층에 걸쳐 있는
이곳에서 모든 미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 일데폰소와 아크마 길에서
시작하는데 현지화된 아시아 음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층에는
삔쵸와 타파스를 판매하는 곳들과, 페루 음식점이 있습니다. 또 라
아레페라(La Arepera)에서 베네수엘라의 전통 아레파를 맛볼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후식으로는 전세계 산지의 커피 한 잔과
쿨투라 카페(Cultura Café)의 크레페(짠 맛 크레페도 있습니다.)를 꼭
시도해보세요.

라 파스 시장 Mercado de la Paz
Calle Ayala 28 아얄라 거리 28번지

마드리드에서 가장 세련된 시장을 아마도 살라망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수준 높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을 찾는 게 매우 쉽고, 몇몇 가게에서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하고 싶으면 마가샌드(Magasand)의 수제
샌드위치를 추천드립니다. 스페인 음식을 먹으려면 까사 다니(Casa dani)
의 감자 또르띠야, 세브레로스 바(Bar Cebreros)의 쌀 요리를 드셔보세요.
일본 음식은 타타코(Tatako)에, 이탈리아 음식은 마테오 꾸시나(Matteo
Cucina)에서 드셔보세요. 라틴 아메리카 음식 중 베네수에라 음식을
맛보려면 라 데스펜사(La Despensa)에, 멕시코 음식을 맛보려면 도쎄
칠레스(Doce Chile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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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미겔 시장 Mercado de San Miguel

Plaza de San Miguel, s/n 산 미겔 광장 s/n

마요르 광장 바로 옆에 마드리드 첫 미식 시장인 산 미겔 시장이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는 건 필수입니다. 비어 하우스(Beer House)의 더블 몰트
맥주와 라 오라 델 베르무트(La Hora del Vermut)에서 베르무트를
마시는 걸로 루트를 시작해보세요. 만약 와인을 찾으신다면 6종류의
와인을 시음할 수 있게 하는 핑켈터&와인(Pinkleton&Wine)이나 더
쉐리 코너(The Sherry Corner)에 가시면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은 한입씩 맛보세요. 무언가를 간단히 먹기 위해서는
오스트라스 다니엘 소룻(Ostras Daniel Sorlut)을 추천합니다. 카라스코
기후엘로(Carrasco Guijuelo)에서는 좋은 하몽을, 카나페를 맛보려면
까로 데 까비아르(Carro de Caviar)를, 다양한 맛의 크로케타를 맛보려면
까로 데 크로케타(Carro de Croquetas)를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먹거나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유명한 라르디(Lhardy)에서 높은 수준의
타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엘 까로 델 세뇨르 마르틴(el Carro del
Señor Martín)을 방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곳에서 맛있는 오징어
튀김 샌드위치와 전통 까르투치또와 빠뻴로네스를 다양한 해산물 튀김과
함께 맛보세요.

안톤 마르틴 시장 Mercado de Antón Martín
Calle Santa Isabel, 5 산타 이사벨 거리, 5번지

도시의 중심지에 자리잡은 이 시장은 망설일 것 없이 가장 다면적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제공하는 식문화의 양과 그 기원 때문입니다. 총 20 곳이
넘는 부수가 있으며 친근한 서비스와 좋은 상품을 제공합니다. 베니토
아페리티보(Benito Aperitivos)에서는 이탈리아 와인과 정통 시칠리아
음식을 제공합니다. 피아체테리아 라 살레타(Fiaschetteria La Saletta)
에서는 좋은 피자와 포르체타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번스 & 본즈(Buns
& Bones)는 맛좋은 거리 음식이, 카라콜라(Caracola)에서는 가정식이,
엘 모노 데 라 필라(El Mono de la Pila)에서는 세비체, 그리고 카사
보라(Casa Bora)에는 태국 음식이 있습니다. 엘 타라틴 데 루시아(El
Tarantín de Lucía)에서는 굴요리와 훈제요리, 그리고 다른 신선한
해산물이 있습니다. 달콤한 후식은 마호스 푸드(Majo´s Food)에 있고,
바로바로 제작되는 저렴한 스시는 요카로카(Yokaloka)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식 여행 안내서

바예르모소 시장 Mercado de Vallehermoso

Calle Vallehermoso, 36 바예르모소 거리 36번지

훌륭한 특징을 지닌 이 시장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상품
카테고리의 모든 상품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의
음식이나 맛볼 수 있습니다. 시작으로는 베르뭇 이 아멘(Vermut y Amén)
에서 베르무트를 맛보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리페아(Tripea)나
키친 154(Kitchen 154)에서 아시안 퓨전 음식을 맛보거나, 모두 이 시장의
재료만 사용하는 일식집 와쇼쿠(Washoku)에 들러보세요.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한다면 디 부오노(Di Buono)에, 라틴 아메리카 음식을
재발견하고 싶다면 그라시아나(Graciana)의 훌륭한 크리오야 엠빠나다를,
혹은 멕시코 음식점 구에이(Güey)에서 타코를 드셔보세요. 간단한 식사를
하려면 크래프트 19(Craft 19)의 샌드위치나 라 비르헨(La Virgen)의
핫도그도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수제 맥주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라 엔살라데리아(La Ensaladería) 에서 다양한
샐러드를 맛보고, 철판구이 집 프로스트 참베리(Prost Chamberí)
의 샌드위치도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몇몇 식재료에 알러지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킨트 비스트로(Kint Bistró)는 알러지 유발
음식을 넣지 않은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라 크레파(La Crepa)는
좋은 후식을 먹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곳들 외에도 아래층에 있는
마드리드 지역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여러 상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멈추어 서서 진열창으로 보이는 마드리드의 최상품 토레스노나 힐다스를
구경해 보세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Mercado de San Ildefonso 산 일데폰소 시장/ D. Salamanca / www.mercadodesanildefonso.com � Mercado de La Paz 라 파스 시장/ D. Centro / www.mercadodelapaz.blogspot.
com � Mercado de San Miguel 산 미겔 시장 / D. Centro / www.mercadodesanmiguel.es �
Mercado de Antón Martín 안톤 마르틴 시장 / D. Centro / www. mercadoantonmartin.com
� Mercado de San Antón 산 안톤 시장/ D. Chamberí / www.mercadosananton.com � Mercado de Vallehermoso 바예르모소 시장 / D. Chamberí / www.mercadovallehermos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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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음식

마드리드에서는 스페인 전체, 모든 지방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이는 지점이라는 수도의 특징이 여러 지역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레스토랑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요리를
보여줍니다. 스페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드리드를 빠져나가지 않고도 동서남북
모든 음식을 맛보며, 이 나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스페인의 방대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갈리시아 지방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파쏘(O’Pazo)와 엘 페스카도르
(El Pescador)는 마드리드에서 최고의 생선과 해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사
데 트로야(Casa da Troya), 콤바로(Combarro) 나베이라 도 마르(Naveira
do Mar) 등의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갈리시아 지역의 진정한
요리를 맛보실 것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요리를 원한다면, 알라바스테르
(Alabaster)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탄소스 엔 라 페넬라(Betanzos en La
Penela)의 또르띠야나 전통 구리 냄비에서 문어요리 대가가 요리하는 라 그란
뿔뻬리아(La Gran Pulpería)의 문어요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스뚜리아스 요리로는 에스바르도스(Esbardo)와 엘 오소(El Oso)
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에스카르핀(Escarpín)과 까사 오르텐시아(Casa
Hortensia)의 요리, 라 오하(La Hoja), 라 타베르나 로스 아스투리아노스(la
Taberna Los Asturianos)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북부 지방 음식에 대해 계속 얘기해봅시다. 카냐디오(Cañadío), 라
마루카(La Maruca) 그리고 라 비엔 아프레시아다(La Bien Aparecida)
에서 마드리드 속 칸타브리아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스코 지방 최고의
요리를 맛보려면 가첼루페(Gaztelupe), 고이세코 카비(Goizeko Kabi), 그리고
고이세코 웰링턴(Goizeko Wellington)을 추천합니다. 최고급 식당 내부를
지닌 곳으로는 오르다고(Órdago), 단차리( Dantxari), 그리고 우르키올라 멘디
(Urkiola Mendi) 등이 있고, 구이 요리 집으로 펠로타리(Pelotari) , 줄리안 데
톨로사(Julián de Tolosa)가 있습니다. 나바라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엘
세뇨리오 데 알코세르(el Señorío de Alcocer)와 라 코스타 나바라(la Costa
Navarra)이고, 맛있는 야채와 채소 요리집으로 라 만두카 데 아스가라( La
Manduca de Azagra)가 있습니다.
칸 푸녜타스(Can Punyetes)와 까사 호르헤(Casa Jorge)에서는 훌륭한
까딸루냐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삼(Samm), 엘 가르비(El Garbí), 라 바라카
(La Barraca), 그리고 라 까사 데 발렌시아( la Casa de Valencia)에서는
스페인 음식의 명물인 최고의 빠에야를 제공합니다. 빠에야 말고 무르시아식
쌀요리를 더 선호한다면 엘 깔데로(El Caldero)와 엘 벤토리요 무르시아노(El
Ventorrillo Murciano)에 꼭 방문해보세요.
안달루시아 지방의 최고의 튀김요리를 맛보려면 라 칼레타(La caleta)에
들러보세요. 최고의 와인과 함께 우르타 아 라 로테냐라는 생선 요리를 맛보려면
수르토피아(Surtopía)로 가야 합니다. 안달루시아를 알 수 있는 좋은 곳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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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랄다(La Giralda), 라 말라헤(La Malaje), 엘 페스카이토(El Pescaíto),
카소를라(Cazorla), 그리고 마카렐라(Macarela)입니다. 플라멩코 쇼와 함께
헤레스의 좋은 와인을 즐기려면 엘 코랄 데 라 모레리아(El C orral de la
Morería)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마드리드 음식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가정식이나 유명한
바로는 까사 문디(Casa Mundi), 라고 데 사나브리아(Lago de Sanabria), 데 라
리바(De la Riva), 파울린(Paulino), 엘 뿌체로(El Puchero), 라 카스텔라(La
Castela)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르디(Lhardy), 카르멘 까사 데 꼬씨도스(Carmen
Casa de Cocidos), 까사 까롤라(Casa Carola), 라 크루스 블랑카(La Cruz
Blanca), 말라카틴(Malacatín), 라 볼라(La Bola) 중 어떤 레스토랑에서든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요리, 꼬씨도 마드릴레뇨를 맛볼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곳 모두 까스띠야의 유명한 요리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O’Pazo 오파소/D. Tetuán/www.opazo.es � El Pescador 엘 페스카도르/D. Salamanca/www.
marisqueriaelpescador.net � Casa da Troya 까사 데 트로야/D. Ciudad Lineal/www.casadatroya.
es � Combarro 콤바로/D. Salamanca /www.combarro.com � Naveira do Mar나베이라 도 마르/D.
Tetuán/Tel. 914 59 45 32 � Alabaster 알라바스테르/D. Retiro/ www.restaurantealabaster.com �
La Penela 라 파넬라/D. Salamanca /www.lapenela.com � La Gran Pulpería라 그란 풀페리아/D.
Hortaleza/www.lagranpulperia.es � Esbardos 에스바르도스/D. Salamanca /www.restauranteesbardos.com � El Oso 엘 오소/D. Hortaleza/www.restauranteeloso.com � Escarpín 에스카르
핀/D. Centro/ www.elescarpinsidreria.com � Casa Hortensia 카사 오르텐시아 D. Centro /www.
casahortensia.com � La Hoja 라 오하 D. Retiro /www.lahoja.es � Taberna Los Asturianos 타베르
나 로스 아스투리아노스 /D. Chamberí/Tel. 915 33 59 47 � Cañadío 카냐디오/D. Salamanca/www.
restaurantecanadio.com � La Maruca 라 마루카/D. Salamanca/ www.restaurantelamaruca.
com � La Bien Aparecida 라 비엔 아파레시다/D. Salamanca/www.restaurantelabienaparecida.
com � Gaztelupe 가첼루페 /D. Tetuán/www.gaztelupe.goizeko-gaztelupe.com � Goizeko Kabi
고이세코 카비/D. Tetuán/www.kabi.goizeko-gaztelupe.com � Goizeko Wellington 고이세코 웰링
턴/D. Tetuán/www.goizekowellington.es � Órdago 오르다고/D. Salamanca /www.restauranteordago. com � Dantxari/D. Moncloa-Aravaca/www.dantxari.com � Urkiola Mendi 우르키올라 멘
디/D. Chamberí/ www.urkiolamendi.net � Pelotari 펠로타리/D. Salamanca /www.pelotari-asador.com � Julián de Tolosa 훌리안 데 톨로사/D. Centro/www.juliandetolosa.com � Señorío de
Alcocer 세뇨리오 데 알코세르/D. Chamartín/www. senoriodealcocer.es � Costa Navarra 코스타
나바라/D. Salamanca /www.asadorlacostanavarra.com � La Manduca de Azagra 라 만두카 데
아사그라/D. Chamberí /www.lamanducadeazagra.com � Can Punyetes 칸 푸녜테스/D. Centro
/www.canpunyetesmadrid.es � Casa Jorge 카사 호르헤/D. Chamartín/www.casajorge.com �
Samm 삼/D. Chamartín/www.restaurantesamm.com � El Garbí 엘 가르비/D. Tetuán/Tel. 915 70
63 86 � La Barraca 라 바라카/D. Centro / www.labarraca.es � Casa de Valencia 카사 데 발렌시아/D.
Moncloa-Aravaca/www. lacasavalencia.es � El Caldero 엘 칼데로/D. Centro/www.elcaldero.
com � El Ventorrillo Murciano 엘 벤토리요 무르시아노/D. Centro/Tel. 915 28 83 09 � La Caleta라
칼레타/D. Centro/www.lacaletagaditana.es � Surtopía 수르토피아/D. Salamanca/www.surtopia.es � La Giralda 라 히랄다/D. Salamanca/www.restauranteslagiralda. com � La Malaje 라 말
라헤/D. Centro/www.lamalaje.es � El Pescaíto 엘 페스카이토/D. Salamanca/www.elpescaito.
es � Cazorla 카소를라/D. Salamanca/www.cazorlarestaurantes.es � La Gaditana 라 가디타나/D.
Salamanca/ www.tabernalagaditana.com � Macarela 마카렐라/D. Chamberí/www.macarela.
es � El Corral de la Morería 엘 코랄 데 라 모레리아/D. Centro/www.corraldelamoreria.com � Casa
Mundi 카사 문디/D. Chamberí/www. casa-mundi.es � Lago de Sanabria 라고 데 사나브리아/D.
Salamanca/www.restaurantelagodesanabria.com � De la Riva 데 라 리바/D. Chamartín/www.
restaurantedelariva.com � Paulino 파울리노/D. Chamberí/www. paulinodequevedo.com � El
Puchero 엘 푸체로/D. Chamartín /www.elpuchero.com � La Castela라 카스텔라/D. Retiro/www.
restaurantelacastela.com � Barrera 바레라 D. Chamberí/Tel. 915 94 17 57 � Lhardy 라르디/D.
Centro/www.lhardy.com � Carmen Casa de Cocidos 카르멘 카사 데 꼬씨도스/D. Retiro/www.
elcocidodecarmen. com � Casa Carola 카사 카롤라/D. Salamanca/www.casacarola.com � La
Cruz Blanca 라 크루스 블랑카/D. Puente de Vallecas/www.cruzblancavallecas.com � Malacatín
말라카틴/D. Centro/www.malacatin.com � La Daniela 라 다니엘라/D. Chamartín/www.tabernadeladaniela.com � La Bola 라 볼라/D. Centro/www.labol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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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음식

마드리드는 60곳이 넘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 해에 600만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이런 현실이 마드리드가 다국적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메리카 음식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그 면적은 매우 넓으며
크게 세 개의 작은 대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완전히 다른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과일, 채소, 그리고 최고의 커피와
독특한 가축 등 전 세계 최고의 식재료들을 생산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수없이 다양한 기후에서 여러 해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간 훌륭한 수준의
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는 이 요리들의 확산과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미대륙의 요리 중에 최근 가장 흥미를 끌고 발전된 식문화는
페루와 멕시코의 것입니다. 페루는 음식 덕분에 미식 관광 붐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페루 고유 음식 중에는 중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혼합된 중화요리,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요리 니케이 등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이 두 요리를 대표하는 많은 식당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에는 가스톤 아쿠리오(Gastón Acurio)라는 우아하고 세련된
A&G의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티라디토(Tiradito)의 오마르
말파르티다(Omar Malpartida)가 있고, 또 마리오 세스페데스
(Mario Céspedes)와 론다 14(Ronda 14), 레스토랑 루마(Luma), 라
세비츄체리아(La Cevicuchería), 탐푸(Tampu), 그리고 퓨전 음식의
특별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친파(Chinfa)가 있습니다.
페루 음식에 일어난 변화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요리사들도 그들의
전통 음식을 현대화하여 멕시코 음식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마드리드에는 유럽의 첫 멕시코 음식점이며 미쉐링의
별을 받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뿐또 Mx(Punto Mx)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로베르토 루이스와 그의 팀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세련된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메스칼 랩(Mezcal
Lab), 살론 까스카벨(Salón Cascabel)등으로 지점을 확장했습니다. 더
전통적인 멕시코 식당으로는 수스피로 이 수스피로(Suspiro y Suspiro),
떼픽(Tepic), 타케리아 미 시우닷(Taquería Mi Ciudad), 라 말린체
(La Malinche), 메스티쏘(Mestizo), 그리고 라 타케리아 델 알라미요
미식 여행 안내서

(La Taquería del Alamillo)가 있습니다. 이곳들 모두 타코, 치즈, 또는
맛있는 몰레스 등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또다른 아메리카의 특별한 음식으로는 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고의 브라질식 고기를 제공하는 루바얏(Rubaiyat),
아르헨티나에서 건너온 최고의 고기를 맛볼 수 있는 라 바카 아르헨티나
(La Vaca Argentina)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자 전문점인 픽사(Picsa),
마살라냐 지구의 뉴올리언스 음식 전문점인 굼보(Gumbo)도 매우 인기
있습니다. 점점 더 인기가 있는 북아메리카의 아이콘 햄버거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고이코 그릴(Goiko Grill), 알프레도스
바르바코아(Alfredo’s Barbacoa), 뉴욕 버거(New York Burguer)
외에 도시 곳곳에 있는 암부르게사 노스트라 그룹의 어느 체인점에서든
훌륭하고 맛있는 햄버거를 판매합니다. 최고급 고기를 사용하는 번아웃
(Burnout)이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던 페기 수(Peggy
Sue), 하드락카페(Hard Rock Café)나 파이브 가이즈(Five Guys) 같은
성공적인 체인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 도시 중심 그란비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디시오 전문점인 라 츄라스케리아 빌라 브라질(La
churrasquería Vila Brasil)이나 엘 노비요 카리오카(El Novillo
Carioca) 또한 브라질 음식 이것저것을 맛보기에 최적입니다. 사라(Zara)
에서는 최고의 쿠바 음식을 제공합니다. 칵테일 다이키리를 곁들여보세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Tiradito티라디토 / D. Centro / www.tiradito.es � Ronda 14론다 14 / D. Salamanca / www.
ronda14.com � Luma 루마/ D. Retiro / www.luma-restaurante.es � La Cevicuchería 라 세비
추체리아 / D. Retiro / www.lacevicucheria.com � Tampu 탐푸 / D. Centro / www.tampurestaurante.com � Chifa씬파 / D. Chamberí / www.facebook.com � Punto Mx 뿐또Mx/ D.
Salamanca / www.puntomx.es � Mezcal Lab메스칼 랩 / D. Salamanca / www.puntomx.
es/mezcal-lab � Salón Cascabel살론 카스카벨 / D. Salamanca / www.saloncascabel.com
� Entre Suspiro y Suspiro 엔트레 수스피로 이 수스피로/ D. Centro / www.entresuspiroysuspiro.com � Tepic테픽 / D. Salamanca / www.tepic. es � Taquería Mi Ciudad 타케리아 미 시
우닷/ D. Centro / www.taqueriamiciudad.com � La Malinche 라 말린체/ D. Centro / www.
restaurante-lamalinche.com � Mestizo메스티소 / D. Centro / madrid.mestizomx.com �
Taquería del Alamillo타케리아 델 알라미요 / D. Centro / http://taqueriadelalamillo.com
� Rubaiyat 루바이얏 / D. Chamartín / www. gruporubaiyat.com � La Vaca Argentina 라 바
카 아르헨티나 / D. Fuencarral-El Pardo / www.lavacaargentina. net � Picsa 픽사/ D. Chamberí / www.casapicsa.com � Gumbo 굼보 / D. Centro / www.gumbo.es � Goiko Grill 고이
코 그릴/ D. Salamanca / www.goikogrill.com � Alfredo’s Barbacoa 알프레도스 바르바코아/
D. Salamanca / www.alfredos-barbacoa.es � New York Burguer 뉴욕 버거/ D. Chamberí
/ www.newyorkburger.es � Hamburguesa Nostra 암부르게사 노스트라 / D. Salamanca /
www.hamburguesanostra.com � Burnout 번아웃 / D. Centro / www.burnoutburgers.com
� Peggy Sue 페기 수/ D. Chamartín / www.peggysues.es � Hard Rock Café 하드락 카페 / D.
Salamanca / www.hardrock.com � Five Guys 파이브 가이즈 / D. Centro / www.fiveguys.
es � Vila Brasil 빌라 브라질/ D. Chamartín / www.vilabrasil.es � El Novillo Carioca 엘 노비요
카리오카/ D. Moncloa-Aravaca / www. elnovillocarioca.es � Zara 사라 / D. Centro / www.
restaurantez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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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음식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구대륙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식문화가 있어 잘 설명하려면 각각의
나라들에 한 챕터씩 필요합니다. 마드리드에서는 매우 다양한 유럽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마드리드를 벗어나지 않고도
가까운 이웃 프랑스나 포르투갈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럽의
음식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식료품, 그리고 높은 퀄리티 덕분에 유럽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식문화를 가진 곳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라파예떼(Lafayette)
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양파 수프가, 브라세리 앙투아넷(Brasserie
Antoinette)에서는 오리 마그레가, 그리고 엘 카페 드 파리(El Café de
París)에서는 훌륭한 소스를 곁들인 등심구이 등의 놀라운 레시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까리펜 비스트로(Caripén Bistró)에서는
새벽까지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은 놀라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아 툼바렐로가 운영하는 돈 지오반니(Don Giovanni)는
마드리드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이탈리아 식당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통 이탈리아 레스토랑인 돈 리산데르(Don Lisander)에서는 장작을
피운 오븐에 얇은 피자 반죽을 굽습니다. 아르스 비벤디(Ars Vivendi),
메르카토 발라로(Mercato Ballaró), 그리고 신포니아 로시니(Sinfonía
Rossini) 모두 가장 세련된 요리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반면, 라
피페르나(La Piperna)는 변화된 나폴리 음식을 선보입니다.
그리스 음식점으로는 미토스(Mythos)와 라 타베르나 그리에가(la
Taberna Griega)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행운을 부르기 위해 그릇을 깰 수
있으며, 무사카 같은 전형적인 그리스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벨기에 레스토랑은 엘 아틀리에 벨제(el Atelier Belge)
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소스를 곁들인 홍합요리와 훌륭한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좀더 간단한 식사를 원하시면 파스(Fass)라는 독일 요리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정식 꼬디요를 맛볼 수 있고, 또 정통 독일 식료품
상점도 있습니다. 마드리드에는 포루투갈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트라스 오스 몬테스(Tras os Montes)나 라 포르투게사 타베르나( la
Portuguesa Taberna)에서는 모든 종류의 바칼라우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벨렘의 디저트를 먹으려면 빵집 리스보아(Lisboa)
에 가야 합니다. 러시아 음식은 노체스 데 모스쿠(Noches de Moscú), 엘
코사코(El Cosaco) 또는 라스푸틴( Rasputín)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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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ayette 라파예테 / D. Fuencarral-El Pardo / www.restaurantelafayette.com � Brasserie
Antoinette 브라세리 앙트와네트 / D. Centro / antoinette.es � Café de París 카페 드 파리 / D.
Salamanca / www.cafedeparis-sp.com � Caripén Bistró 카리펜 비스트로/ D. Centro / www.
caripenmadrid.com � Don Giovanni 돈 지오반니/ D. Retiro / www.dongiovanni. es � Don
Lisander 돈 리산데르 / D. Chamartín / Tel. 915 70 92 90 � Ars Vivendi 아르스 비벤디/ D. Chamberí / www. restaurantearsvivendi.com � Mercato Ballaró 메르카토 바야로/ D. Chamberí /
www.mercatoballaro.com � La Piperna 라 피페르나 / D. Tetuán / Tel. 911 69 49 50 � Taberna
Griega 타베르나 그리에가/ D. Centro / www.tabernagriega. com � Atelier Belge 아틀리에 벨제
/ D. Chamberí / restaurantegourmand.com � Fass 파스 / D. Chamartín / www. fassgrill.com �
Tras os Montes트라스 오스 몬테스 / D. Fuencarral-El Pardo / www.trasosmontes.es � La Portuguesa Taberna 라 포루투게사 타베르나 / D. Moncloa-Aravaca / Tel. 911 25 95 23 � Pastelería
Lisboa 파스텔레리아 리스보아/ D. Salamanca / Tel. 910 14 61 86 � Las Noches de Moscú 라 노
체스 데 모스쿠/ D. Centro / Tel. 915 31 04 11 � El Cosaco 엘 코사코 / D. Centro / www.restauranteelcosaco.com � Rasputín 라스푸틴 / D. Centro / www.restauranterasputin.eatbu.com

아시아 음식

다양한 아시아 음식은 마드리드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음식은
퓨전 음식 계열에서 가장 성공을 거뒀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아시아 음식이
가득하고, 요리사들은 퓨전 음식을 만들기 위해 경계를 부수어 이국적인 맛을
제공합니다. 마드리드 전 지역에는 일본의 섬세한 요리부터 인도의 자극적인
음식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당신의 미각에 향신료를 더할 것입니다.

일본

마드리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아시아 음식은 일본 음식입니다. 전통적인
요리법과 스타일, 식재료의 질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음식점으로는 소이
데 뻬드로 에스피나(Soy de Pedro Espina), 이카리야(Izariya), 미야마
(Miyama), 차테이(Txatei) 또는 유고(Yugo)를 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일본
스타일로는 이찌방(Ichiban)이나 타이찌(Taichi)를 방문해보세요. 이곳
모두에서 사케와 맛있는 밥, 놀라운 솜씨로 썰어낸 스시와 사시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토리키(Torikey)에서는 마드리드 최고의 일본 야키토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 입맛에 맞게 변화된 야키토리를 원한다면
알베르토 치코테의 야키토로(Yakitoro)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과
스페인의 요리법이나 식재료의 퓨전 요리로는 리카르도 산츠의 카부키
(Kabuki)나 99 스시 바(99 Shushi Bar), 우미코(Umiko), 카포(Kappo), 또는
카부토카지(Kabutokaji) 등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Soy de Pedro Espina 소이 데 페드로 에스피나 / D. Chamberí / www.soypedroespina.com � Izariya 이사리야 / D. Chamberí / www.izariya.com � Miyama 미야마 / D. Chamberí / www.restaurantemiyama.com � Txatei 차테이/ D. Salamanca / www.txatei.com/es � Yugo 유고 / D. Salamanca
/ www.yugothebunker.com � Ichiban 이치반 / D. Chamartín / www.restauranteichiban.com �
Torikey 토리키 / D. Chamberí / www.torikey.com � Yakitoro 야키토로 / D. Centro / www.yakitoro.
com � Kabuki 카부키 / D. Tetuán / www.restaurantekabuki.com � 99 Sushi Bar 99 스시 바 / D.
Salamanca / www.99sushibar.com � Umiko 우미코 / D. Centro / www.umiko.es � Kappo 카포
/ D. Chamberí / www.kappo.es � Kabutokaji 카부토카지/ Pozuelo de Alarcón / kabutoka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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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마드리드에는 이 수천년 된 요리의 수준 높은 레스토랑이 많이 있습니다.
비야마그나 호텔의 츠 양(Tse Yang) 레스토랑이나 펠리스 호텔의 아시아
갤러리(Asia Gallery)처럼 호텔식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우세라, 엠바하도레스, 바예카 등에 다양한 메뉴와 퀄리티의 수많은 정통
중국 요리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촨(Sichuan), 엘 분드(El Bund),
까사 라푸(Casa Lafu) 혹은 충칭(한국 사람들은 충칭으로 씀) 테이스트
(Chong Tsing Taste)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중국 본토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원(The One)은 마드리드 속 홍콩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인 홍콩의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훌륭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Tse Yang 츠 양 / D. Tetuán / www.grupotseyang.com � Asia Gallery 아시아 갤러리 / D. Centro
/ www.asiagallerymadrid.com � El Bund 엘 분드 D. Ciudad Lineal / www.elbund.com / �
Casa Lafu 카사 라푸 / D. Centro / www. casalafu.com � Sichuan 시츄안 / D. Centro / www.
restaurantesichuan.com � Chong Tsing Taste 충 칭 테이스트 / D. Chamberí / Tel. 918 19 10
03 � The One 더 원 / D. Salamanca / www.restaurantetheone.com

인도

마드리드의 인도 음식점들은 보통 덜 맵게 요리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통 인도 음식의 맛을 좋아한다면 주문 전에 말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탄두리 스테이션(Tandoori Station)은 마드리드에
있는 인도 음식점 중 가장 본토 음식에 가까울 것입니다. 뒤를 이어 커리
마살라(Curry Masala)와 스와갓(Swagat)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왈리
(Diwali) 또한 좋은 선택지이며, 만약 최고급의 서비스와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베나레스(Benarés)와 벵갈루르(Bangalore)를 방문해 보세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Tandoori Station 탄두리 스테이션/ D. Salamanca / www.tandooristation.com � Curry Masala 커리 마살라 / D. Centro / www.currymasala.es � Swagat 스와갓 / D. Salamanca / http://
restaurante-swagat-indio.negocio.site � Diwali 디왈리 / D. Retiro / www.restaurantediwali.es � Benarés 베나레스 / D. Chamberí / www. benaresmadrid.com � Bangalore 벵갈루르/ D.
Salamanca / www.bangaloremadrid.com

동남아

스트릿XO(StreetXo)는 동남아의 길거리 음식을 재해석하여 훌륭하게
재현해냅니다. 레스토랑 내부와 칵테일 메뉴는 진짜 파티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며, 오감을 즐겁게 합니다. 믿을 만한 다른 레스토랑으로는 에스타니스
카렌쏘와 파블로 기디쎄의 씬파(Cinfa), 그리고 베트남24(Vietnam24)
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음식들에 신선한 향신료를 섞은 진짜 동남아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다른 식당으로는 나케이마
(Nakeima)가 있는데, 예약을 받지 않는데도 항상 사람들로 가득찹니다.
또 도시 전체에 훌륭한 태국 혹은 한국 식당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김치,
코코넛 밀크 혹은 시트로넬라 등은 다양한 맛으로 가득찬 요리의 기본
재료들입니다. 키친 154(Kitchen 154), 트리페아(Tripea)에서 이 모든 것을
맛볼 수 있으며, 엘 플라코(El Flaco)에서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앤디
보만의 카레를 맛볼 수 있습니다. 루크 장이 오리지널 한국 요리를 만드는
소마 데 아란도(Soma de Arrando), 페루 음식의 재료를 아시아 음식에
섞어 만드는 바씨라(Bacira) 이 두 곳은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StreetXo 스트릿Xo / D. Salamanca / streetxo.com/madrid � Chifa 씬파 / D. Chamberí / Tel.
915 34 75 66 � Vietnam24 베트남24/ D. Centro / www.restaurantevietnam24.com � Kitchen
154 키친154/ D. Chamberí / https://kitchen154.com � Tripea 트리페아/ D. Chamberí / www.
tripea.es � El Flaco 엘 플라코 / D. Centro / www. restauranteelflaco.com � Soma de Arrando
소마 데 아란도 / D. Chamberí / Tel. 910 22 76 30 � Bacira 바씨라/ D. Chamberí / www.bacira.es
미식 여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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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전통 그리고 풍경

북쪽으로 Camino al Norte
1. 소토 델 레알 Soto del Real
2. 페드레수엘라 Pedrezuela
3. 라스카프리아 Rascafría
4. 피니야 델 바예 Pinilla del valle
5. 로쏘야 Lozoya
6. 나바레돈다 Navarredonda
7. 알메다 델 바예 Almeda del Valle
8. 라 이루엘라 La Hiruela
9. 몬테호 데 라 시에라
Montejo de la Sierra
10. 라 카브레라
La Cabrera

마드리드는 풍부한 역사 문화 유산이 있고, 자연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도심으로부터 한 시간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광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편한 방법으로 도착할 수
있으며, 중요한 식문화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곳들입니다.
마드리드 자치구에서는 보여드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
유산을 구경하거나, 훌륭한 음식을 맛보거나 어느 것이 되었든 새로운 곳을
방문할 좋은 변명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근처 과수원의 상품과, 훌륭한 질의 고기, 먹으면 배가
든든한 수프 요리, 과일, 강한 향을 지닌 버섯, 다양한 종류의 치즈, 수제
맥주, 다른 지역만큼이나 유명한 와인 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즐기도록 합시다. 혹은 이틀이나 삼일도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세계 문화 유산만큼이나 흥미로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크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른 도시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각각의 페이지마다 가는 곳, 도시, 읍 등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들이 이름, 웹사이트 등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

마드리드 고원
La Sierra de Madrid

11. 포수엘로 데 알라르콘 Pozuelo de Alarcón
12. 엘 플란티오 El Plantío
13. 비야누에바 데 라 카나다 Villanueva de la Cañada
14. 비야프랑카 델 까스띠요 Villafranca del Castillo
15. 산타 마리아 데 라 알메다 Santa María de la Almeda
16. 알페드레떼 Alpedrete
17. 알토 데 레온 Alto de León
18. 과다라마 Guadarrama
19. 로스 몰리노스 Los Molinos
20. 쎄르세디야 Cercedilla
21. 나바쎄라다 Navacerrada
22. 모랄싸르살 Moralzarzal
23. 마타엘피노 – 엘 보알로 Mataelpino -El Boalo

그레도스를 바라보며
Mirando a Gredos

24. 쎄니시엔토스 Cenicientos
25. 산 마르틴 데 발데이글레시아스
San Martín de Valdeiglesias
26. 알데아 델 프레스노 Aldea del Fresno
27. 콜메나르 델 아로요
Colmenar del Arroyo
28. 나발카르네로 Navalcarnero
29. 아로요몰리노스 Arroyomolinos

• 세계 문화 유산이 있는 곳의 음식들
– Alcalá de Henares 알칼라 데 에나레스
– Aranjuez 아란후에스
– San Lorenzo de El Escorial 산 로렌소 데 엘 에스코리알
• Camino al Norte 북쪽으로
• La sierra de Madrid 마드리드 고원
• Mirando a Gredos 그레도를 바라보며
• Un recorrido por Las Vegas del Tajo 라스 베가스 델 타호 루트

라스 베가스 Las Vegas
30. 헤타페 Getafe
31. 그리논 Griñón
32. 발데모로 Valdemoro
33. 티툴시아 Titulcia
34. 친촌 Chinchón

세계
문화en
유산으로
지정된
곳 Sabores
en enclaves Patrimonio Mundial
Sabores
enclaves
Patrimonio
Mundial
Municipios
de Municipios
Madrid
마드리드
시역
de Madrid

미식 여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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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 유산이 있는
곳의 음식들
알칼라 데 에나레스

알칼라 데 에나레스의 식문화는 새로운 것과 몇 백 년의 전통이 있는
도시라는 정체성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걸었던 거리를
걷거나 교회와 궁전 주변의 황새 루트를 돌며 이 도시의 보석 같은 모습을
즐기는 걸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 대학의 살아 있는 역사를 발견하고,
이 위엄있는 도시의 모퉁이마다 시즈네로 추기경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칼라는 각자가 흥미를 느끼는 장소에 멈춰서거나, 가는 길에
마주치는 수많은 바와 식당의 음식과 타파스를 맛보며 돌아다니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마요르 광장의 입구나 주변을 둘러보면 높은 수준의
풍부한 식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곳으로는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라오스테리아 델 에스투디안떼(La Hostería del Estudiante)
나 엘 카시노(El Casino), 또는 알칼라 데 에나레스의 파라도르 내부
정면에 있는 곳 등 다양한 레스토랑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고야(Goya)
식당에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타파스와 음식들, 그리고 좋은 와인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최고급 재료와 세심한 솜씨로 일본 음식을 만드는
키호테(Ki-jote)도 방문해 보세요.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알칼라의
코스트라다와 도넛을 맛볼 수 있는 제과점에 들르는 것입니다. 아몬드
시럽을 바른 것과, 아몬드가 들어간 달콤한 디저트들, 녹인 설탕 시럽 등
단순하지만 훌륭한 알칼라 최고의 디저트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산 디에고(또한 알멘드레라라고 불립니다) 성 끌라라회 수도원의
수녀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수녀들이 돌아가며 직접
판매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La Hostería del Estudiante 라 오스테리아 델 에스투디안테 / Parador Nacional / www.parador.es � Casino 카시노 / www.casinoalcala.es � Parador de Alcalá de Henares 파라도르 데
알칼라 데 에나레스 / www.paradores.es/alcaladehenares � Goya 고야 / www.restaurantegoya.com � Ki-jote 키호테 / ki-j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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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후에스

아란후에스는 역사 수준에서도 마드리드 자치 공동체의 보석이며
(2001년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식문화에서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아란후에스에는 과수원에서 재배된 식재료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데, 스페인에 남아있는 창고 중16세기에 건설된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의 요리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란후에스의
과수원에서는 최고의 과일들이 생산되고, 세계에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아스파라거스나 다른 채소들, 예를 들어 토마토,
알카초파, 피망, 상추, 콜리플라워, 누에콩, 근대, 배, 사과, 자두 등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식 애호가들에게 미쉐링 별을 받은 까사 호세(Casa José)
방문도 필수입니다. 이곳은 아바스토스 시장 정면에 위치하며, 여기 과수원
식재료들을 사용하는 최고급 요리 전문집입니다. 훌륭한 계절 가축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까사 파블로(Casa Pablo)에서는 다양한 계절 버섯과
레스토랑의 상징과 같은 꿩 요리를, 아구아띤따(Aguatinta)에서는 전통
요리를, 까사 델라피오(Casa Delapio)에서는 계절 식재료를 이용한 퓨전
요리를 제공합니다. 왕궁 옆에 위치하며 좋은 바와 아름다운 왕궁 경치를
볼 수 있는 카렘(Carême)도 꼭 들를 만합니다. 저녁 시간대를 피하고
싶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카시노(Casino)에서 잘 준비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먹나요?

Casa José 카사 호세/ casajose.es � Casa Pablo 까사 빠블로/ casapablo.net � Casa Delapio
카사 델라피오 / www.casadelapio.es � Aguatinta 아구아틴타 / www.restauranteaguatinta.
com � Carême 카렘/ caremejesusdelcerro.com � Casino 카시노 / www.grancasinoaranjuez.
es/restaurantes-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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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로렌소 데 엘 에스코리알

산 로렌소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 수도원이나 대학 주변 지역으로 꼭
방문해야 합니다. 이 문화 유산을 둘러보고난 뒤에는 마을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장과 시청 주변의 많은 식당들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식당들은 전통 음식과 타파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들 중 산 로렌소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잘 알려진
레스토랑은 의심할 것 없이 모든 마드리드 지역에서 최고의 꼬씨도 요리를
자랑하는 차롤레스(Charolés)입니다. 만약 예약 방문을 원하면, 미쉐링
별을 받았으며 지역에서 오리지널 레스토랑으로 가장 잘 알려진 몬티아
(Montia)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몬티아의 주방에서는 모든
상품들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방장에 의해 엄선된 버섯,
다양한 야채와 채소, 지역의 치즈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음식과 뛰어난 자연 와인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폰다 헤네라(Fonda
Genera)에서는 전통음식을 전통적으로 꾸민 공간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까바 알따(Cava Alta)에서는 모든 취향의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오리손탈(Horizontal)에서는 떡갈나무 숯불 구이 요리와 몬테 아반토스가
보이는 환상적인 테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산 로렌소 데 엘 에스코리알은 현대사회에서 생겨난 문화, 예술,
식문화로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몬티아(Montia)
는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아야 엑스피리언스(Valhalla
Experience)에서 매우 현대적인 공간과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 광장 주변에서 바를 옮겨가며 타파스, 삔쵸 등 현대적 개념의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 바인 꽈뜨로(Ku4Tro)도 꼭 한 번
들러보세요.

어디서 먹나요?

Montia 몬티아 / www.montia.es � Charolés 챠롤레스 / www.charolesrestaurante.com � Fonda Genara 폰다 헤네라 / www.restaurantegenara.com � Cava Alta 카바 알타 / www.cavalta.
es � La Horizontal 라 오리손탈 / www.restaurantehorizontal.com � Valhalla Experience 발아
야 엑스피리언스 / www.valhallaexperience.com � Ku4Tro 콰트로 / Tel. 619 13 58 31
36 • 37

북쪽으로

북쪽 고원은 마드리드 지역에서 가장 다양하고 잘 보존된 상징적인 경치를
지녔습니다. 높은 산의 밀도 높은 천연 소나무숲, 수백년 된 떡갈나무숲을
지나 고원 끝의 평원, 그리고 중요한 수중 생태계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네안데르탈 분지 유적지와 유서 깊은 작은 읍의 다양한 지역
호텔, 슬레이트 지붕들, 석공예, 시에라 델 링콘에 있는 엘 아예도 데
몬테호와 같은 특별한 숲,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 유산, 까르두초의
환상적인 그림이 있는 엘 파울라르 수도원, 그리고 비트라고 데 로소야의
피카소 미술관 등 수많은 즐길거리가 마드리드 지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고원 북부 지역의 또다른 매력을 망설임 없이 고르자면,
간단하고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는 식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보전 지역인
과다라마 고원의 버섯과 고기, 스페인식 말린 고기들, 그리고 맛있는
소형 가축 음식 등은 거의 모든 메뉴에서 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수제
치즈 가게인 산토 마메스(Santo Mamés)의 수제 염소고기나 양 치즈,
발데망코(Valdemanco)의 식품, 세고비아 근처 라 그랑하(La granja)의
후디오네스 같은 음식들 또한 먹음직스러운 그들 레시피의 하나입니다.
소토 델 레알에 있는 라 카바냐(La Cabaña)에서는 다양한 숯불
구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레수엘라에 있는 엘 메손 헤라르도
(Mesón Gerardo)나 메손 델 아사도(Mesón del Asado) 레스토랑에서도
맛있는 구이 요리를 들어보세요. 라스카프리아에 있는 꼰치(Conchi),
엘 칸딜(El Candil), 라 안티구아 따오나(La Antigua Tahona) 등의
레스토랑에서 아기자기한 시골 풍경을 보며 훌륭한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달콤한 후식을 즐기는 분들은 같은 마을에 있는 엘 오브라도르
데 초콜라떼 나뚜랄 산 라싸로(el Obrador de Chocolate Natural San
Lázaro)를 꼭 들러야 합니다.
엘 바예 델 로소야에서는 엘 코랄론 델 엠발세(El Corralón
del Embalse), 엘 빠하르 데 푸엔테 에르난도(El Pajar de Fuente
Hernando), 라 테헤라 데 로소야(La Tejera de Lozoya) 또는 라
타베르나 델 알라미요( La Taberna del Alamillo)와 같은 훌륭한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뛰어난 상품인 고기와 계절 버섯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비교할 데 없이 아름다운 숲이 있는 시에라 델 링콘의
부근에서 반론의 여지없는 훌륭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원에서
난 콩으로 만든 수프, 감자와 고기, 그리고 전통적인 말린 감자와 토레스노,
맛있는 빵 들입니다. 계절마다 전부 다른 고기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아드
리비툼(Ad Libitum)이나 까사 알다바(Casa Aldaba)혹은 엘 세르메뇨
(El Cermeño) 같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채소를 제공합니다. 카브레라
고원에는 다른 좋은 것도 많지만 마챠코(Machaco)에서 준비한 구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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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먹을까요?

La Cabaña 라 카바냐 / Soto del Real / lacabanadesoto.com � Mesón Gerardo 메손 헤라르
도/ Pedrezuela / www. mesongerardo.es � Mesón del Asado 메손 델 아사도 / Pedrezuela
/ www.elmesondelasado.es � Caldea 칼데아 / Rascafría / www.restaurantecaldea.com �
Conchi 콘치 / Rascafría / www.rascafria.eu/Restaurante_Conchi.html � El Candil 엘 칸딜 /
Rascafría / www.elcandilrascafria.es � La Antigua Tahona 라 안티구아 타오나 / Rascafría /
www.laantiguatahona.com � Obrador de Chocolate Natural San Lázaro 오브라도르 데 초
콜라떼 나뚜랄 산 라사로 / Rascafría / www.chocolatenatural.com � El Corralón del Embalse
엘 코랄론 델 엠발세 / Pinilla del Valle / www. elcorralondelembalserestaurante.com � El
Pajar de Fuente Hernando 엘 파하르 데 푸엔테 에르난도/ Lozoya / www. restauranteelpajar.es � La Tejera de Lozoya 라 테헤라 데 로소야 / Navarredonda / www.tejeradelozoya.
es � La Taberna del Alamillo 라 타베르나 델 알라미요 / Alameda del Valle / www.tabernadelalamillo.es � Ad Libitum 애드 리비툼 / La Hiruela / Tel. 674 30 54 45 � Casa Aldaba 카사 알
다바/ La Hiruela / www.casaaldaba.com � El Cermeño 엘 세르메뇨 / Montejo de la Sierra
/ elcermeñocasajulia.es � Machaco 마챠코 / La Cabrera / www.sierranortemadrid.org/
restaurantes/restaurante-machaco

미식 여행 안내서

마드리드 고원

마드리드 자치 공동체의 동북쪽에는, 만사나레스 강의 상류 부근이나 국립
공원인 과다라마 고원처럼 자연의 보고인 숲과 산림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뛰어난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향하는 길에 훌륭한 음식점 또한 찾아보세요.
포수엘로 데 알라르콘에서 고기를 먹기 가장 좋은 곳은 라
타베르나 데 엘리아(La Taberna de Elia)입니다. 마하다온다의
오래된 기차역인 엘 플란티오 근처의 히메네스(Jiménez) 레스토랑도
가볼 만합니다. 비야누에바 데 라 카냐다로 가는 길에 라 파르티다(La
Partida)에서 흥미롭고 창의적인 요리를 맛볼 수 있고, 비야프랑카 델
까스띠요에서는 놀라운 음식들과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는 알 플라토
마리아(Al Plato María)를 발견하실 겁니다.
만약 크루스 베르데 산의 항구 쪽으로 계속 오르다보면, 산 로렌소
데 엘 에스코리알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으며, 마드리드 자치
공동체의 마지막 마을인 산타 마리아 데 라 알라메다에서 선구적인
식문화를 즐겨보세요. 산타 마리아(Santa María)라는 식당이 있는
아름다운 경치의 이 작은 마을에서 최고의 제철 과일과 함께 특별한 새끼
염소 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알페드레테에서는 라 소파 보바(La Sopa Boba)를 추천합니다.
과다라마 항구의 제일 높은 지점인 알토 델 레온에서는 이 지역 최고의
고기를 사용하는 아사도르 알토 델 레온(Asador Alto del León)이라는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다라마의 마을에서는 수많은 훌륭한
전통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라 치메네아(La
Chimenea)에서 아주 맛있는 석쇠구이 고기와 그 유명한 크로케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과다라마를 뒤로하고 로스 몰리노스 쪽으로 조금 가면,
그 지역의 다른 전통 레스토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살라(Sala)
에서는 새우 철판요리가 일품입니다.
로스 몰리노스의 아사도르 파코(el Asador Paco)에서는 그 지역
전통 장작 오븐 덕분에 전체 마드리드 지역 최고의 새끼양 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맛있는 채소와 훌륭한 수제 디저트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마드리드 마을인 세르세디야에서는 예유(Yeyu)
에 방문하여 다양한 전통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으며, 다른 마드리드 전통
음식인 에스까베체 또한 맛볼 수 있습니다.
저수지를 포함해 아름다운 길들과 중세 시장을 구경할 수 있는
나베세라다에서는 라 프티 라클레테(La Petit Raclette)의 좋은 라클레테
치즈를 먹고, 그리고 펠리페(Felipe)나 엘 메손(El Mesón)등의 클래식
레스토랑과 엘 렐로흐(El Reloj), 라 룸바(La Rumba), 또는 엘 포르티욘
(El Portillón) 같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에 들러 흥미로운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구이요리를 하는 라 폰다(La Fonda)
와 라스 포스타스(Las Postas) 또한 나바세라다 밖의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미식 여행 안내서

모랄사르살에는 바레놀라(Barrenola)라는 고급 바 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최고의 와인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살바도르 가예고가 쉐프인 엘 세나도르 데 살바도르(el Cenador de
Salvador) 라는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며 호텔과
붙어 있고 또 유명한 호텔 경영 학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베드리사
끝에 위치한 마탈피노에 있는 아싸야(Azaya)레스토랑은 매우 맛있는
가금류 및 토끼 요리와 제철 음식을 제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La Taberna de Elia/ Pozuelo de Alarcón 라 타베르나 데 엘리아 / www.latabernadeelia.es �
Jiménez 히메네스 / El Plantío / www.restaurantejimenez.es � La Partida 라 파르티다 / Villanueva de la Cañada / www.lapartida.com � Al Plato María 알 플라토 마리아 / Villafranca
del Castillo / www.alplatomaria.es � Santa María 산타 마리아 / Santa María de la Alameda
/ Tel. 918 99 90 06 � La Sopa Boba 라 소파 보바/ Alpedrete / www.restaurantelasopaboba.
com � Asador Alto del León 아사도르 알토 델 레온 / Alto del León / altodelleon.com � La
Chimenea 라 치메네아/ Guadarrama / Tel. 918 54 29 36 � Sala 살라 / Guadarrama / www.
restaurantesala.com � Asador Paco 아사도르 파코/ Los Molinos / hornodeasarpaco.es �
Yeyu 에유/ Cercedilla / restauranteyeyu.com � La Petit Raclette 라 프티 라클렛 / Navacerrada / Tel. 918 53 11 72 � Felipe 펠리페 / Navacerrada / www.restaurantefelipe.com � El
Mesón 엘 메손 / Navacerrada / Tel. 918 56 00 14 � El Reloj 엘 렐로흐 / Navacerrada / http://
elrelojrestaurante.com � El Rumba 엘 룸바 / Navacerrada / www.elrumba.com � El Portillón
엘 포르티욘 / Navacerrada / Tel. 918 56 02 56 � La Fonda Real 라 폰다 레알/ Navacerrada /
lafondareal.es � Las Postas 라스 포스타스/ Navacerrada / hotelaspostas.com � Barrenola
바레놀라 / Moralzarzal / restaurantebarrenola.com � Cenador de Salvador 세나도르 데 살
바도르 / Moralzarzal / www.elcenadordesalvador.com � Azaya 아사야/ Mataelpino / www.
restauranteazay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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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도스를 바라보며

그레도스 고원으로 가는 모든 길에서 물, 화강암, 분수, 침엽수, 그리고
저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자연 풍경뿐만 아니라 아치 모양
창문과, 방패 모양의 문장이 있는고풍스러운 저택들이 줄 서 있는 구 시가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산 후안과 피카다스의 저수지는 시에라 오에스테 숲과
카르나챠, 알비요 레알 포도 경작지에 둘러싸여 있는 마드리드의 특별한
연안 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옛날에 와인을 양조하던 큰 티나하 항아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친숙한 와인 판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림에서는 들짐승이나 버섯 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며, 반론의 여지없이 전통적인
특징을 지닌 요리들입니다. 쎄니시엔토스의 마을에서는 라 까르핀테리아
(La Carpintería) 레스토랑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는 예를 들어 빠떼나
에스카베체, 또는 수프처럼 다른 조리 방식과 식감을 가진 자고새 요리를
주로 만듭니다. 산 후안의 저수지에 가는 길에 세라노(Serrano)나 메손
엘 푸에르토(Mesón El Puerto)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알데아 델 프레스노에서는 엘 하르딘(El Jardín)레스토랑에 들러
장작나무 오븐요리를 즐기세요. 콜메나르 델 아로요에서는 라 에스탄시아
(La Estancia)라는 레스토랑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라 핑카 데 히메네스
바르베로의 목축지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마을에는 또 엘 메손
데 도냐 필로(Mesón de Doña Filo)가 있는데, 마드리드에서 최고의
내장요리를 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라 히스토리아 데 라 몽하스(La Hostería de las Monjas),
엘 카세론 데 로스 아르코스(El Caserón de los Arcos), 그리고 라스
쿠에바스 델 카메로(Las Cuevas del Carnero) 등 나발카메로의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구이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보레스
(Sabores) 레스토랑에서는 더 세련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 아로요몰리노스에서는 엘 라가르(El Lagar) 레스토랑에서 가족적인
분위기의 아주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먹을까요?

La Carpintería 라 카르핀테리아 / Cenicientos / Tel. 606 72 35 30 � El Mesón del Puerto 엘 메
손 델 푸에르토/ San Martín de Valdeiglesias / www.mesondelpuerto.com � El Jardín 엘 하
르딘/ Aldea del Fresno / www.hotelruraleljardin.es � Mesón de Doña Filo 메손 데 도냐 필로
/ Colmenar del Arroyo / Tel. 918 65 14 71 � Hostería de las Monjas 오스테리아 데 라스 몽하스
/ Navalcarnero / www.hosteriadelasmonjas.com � El Caserón de los Arcos 엘 카세론 데 로
스 아르코스/ Navalcarnero / Tel. 918 11 32 48 � Las Cuevas del Carnero 라스 쿠에바스 델 카르
네로 / Navalcarnero / www.lascuevasdelcarnero.com � Sabores 사보레스 / Navalcarnero /
saboresrestaurantecafe.com � El Lagar 엘 라가르 / Arroyomolinos / www.ellagardearroyomolinos.es
44 • 45

따호 강의 라스 베가스 루트

남쪽으로 가면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넓게 펼쳐진 장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란후에스를 둘러싸는 라스 베가스 지역에서 최고의 식재료로
제작된 다양한 음식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연인들을 위한 다양한 레스토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 길을 가면 헤타페에 있는 까사 데 피아스(Casa de Pías)와
그리뇬에 있는 엘 비스트로(El Bistró)를 꼭 가봐야 합니다. 발데모로에는
미쉐링 별을 받은 치론(Chirón)과 라 폰타니야(La Fontanilla)를 꼭
들러보세요. 스페인 음식에 새로운 시도를 약간 추가한 잊을 수 없는
훌륭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제 티툴시아에서 미식 여행을 계속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엘 링콘 데 루이스(El Rincón de Luis)에서 잊을 수 없는 맛의 푸아를
꼭 드셔보세요. 콜메나르 데 오레하, 비야레호 데 살바네스와 친촌에서는
수많은 와인 판매점이 있고, 마요르 광장에는 더 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엘 바라도르 나시오날 데 친촌(el Parador Nacional de
Chinchón), 라 카사 델 프레고네로(la Casa del Pregonero), 라
발코나다(la Balconada), 그리고 엘 카페 데 라 이베리아(el Café de la
Iberia)는 그중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어디서 먹을까요?

Casa de Pías 카사 데 파이스/ Getafe / www.casadepias.com � El Bistró 엘 비스트로/ Griñón
/ laromanee.com � Chirón 치론 / Valdemoro / restaurantechiron.com � La Fontanilla 라 폰
타니야 / Valdemoro / www.restaurantelafontanilla.com � El Rincón de Luis 엘 링콘 데 루이
스 / Titulcia / www.elrincondeluis.com � Parador Nacional 파라도르 나시오날 / Chinchón /
www.parador.es � Casa del Pregonero 카사 델 프레고네로 / Chinchón / www.lacasadelpregonero. com � Balconada3 발코나다 3 / Chinchón / Tel. 918 94 13 03 � Café de la Iberia 카페
데 라 이베리아 / Chinchón / www.cafedelaiber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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