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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초기에 도메니코 레오나르디

(Domenico Leonardi)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농장은 볼세나(Bolsena) 호수가 내려다보

이는 알타 투시아(Alta Tuscia)에 위치한 작

은 마을 몬테피아스코네(Montefiascone)에

서 가장 오래된 농장이다. 1950년 초반부

터 카를로와 조르조 레오나르디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확장하기에 이른다.

오늘날 제 3 에 이르는 우고와 마리아 비토

리아 레오나르디는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추어

농장을 지금의 모습으로 현 화 시켰다.  

현재 와이너리는 새로운 설비에 새로운 구조

와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과

새로운 포도원 확장을 회사의 목표로 삼고

있다. 

24헥타르에 이르는 새로운 포도밭이 화산

호수인 볼세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

위(해발 450미터 높이)에 위치하며, 11헥타

르에 이르는 옛 포도밭은 움브리아 지방과의

경계에 위치한 그라피냐노(Graffignano) 지

역에 펼쳐져 있다. 미리 예약하면, 가이드를

동반한 농장 관광과 지역 특산물의 시식이

가능하다. 

Product. 와인 Address. Via del Pino, 12 Montefiascone 01027 VT Italy  Web site. www.cantinaleonardi.it  

E-mail. info@cantinaleonardi.it  Tel. +39 0761 826028  Fax. +39 0761 826028  

Contact point. Riccardo Aputini

Product. 와인 Address. SAN PIETRO IN LAMA 7 MONTERONI DI LECCE(LE) 73047 ITALY  

Web site. www.apolloniovini.it  E-mail. info@apolloniovini.it  Tel. +39 0832 327182 

Fax. +39 0832 325238  Contact point. Marcello Apollonio

…… 아폴로니오 사의 역사는 1870년 초에

아폴로니오가 와인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

하면서 시작되었다. 2세 의 마르첼로는 새로

운 회사를 설립하고 포도밭을 가꾸고, 포도를

수확하여 와인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 다. 

1960년 마르첼로의 아들 살바토레는 회사를

지금의 아폴로니오 와인 회사로 재설립하

다. 그는 와인양조를 위한 고급 품질의 포도

를 재배하 고, 1975년에 처음으로 병입 시

설을 도입하 다. 그는 와인을 병입한 후 자

신의 브랜드가 찍힌 레이블을 병에 붙 다. 

1995년 이래 마르첼로와 마씨 리아노에 의

해 경 되고 있으며 더 많은 땅을 구입하여

새로운 포도밭을 가꾸는 토확장 정책을 시

작하 고 앞선 와인양조, 보관 및 병입 기술

을 도입하 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수출

된 와인은 성공을 거두었다. 

자자손손 로 물려받은 경험과 열정을 바

탕으로 아폴로니오 가족은 엄격한 포도와 와

인의 선별에서 좋은 배럴통에서의 숙성 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앞선 기술과 섬세한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한다. 아폴로니오 사는 살렌토 북

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레체(Lecce)의 몬테

로니(Monteroni) 지역에 위치한다. 지리적

인 위치와 땅의 기후는 뿔리아 지방을 이탈

리아에서 포도재배에 알맞은 가장 완벽한 땅

들 중 하나로 만들어주었다. 마르첼로와 마

씨 리아노 아폴로니오는 아폴로니오 사에

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역사와 전통이 풍

부한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살렌토 지역을

알고 싶어하는 이탈리아 국내 혹은 해외 파

견단들을 언제나 환 한다. 

살렌토 지방 특산 와인 판매(DOC와 IGT급) 

■ Divoto Copertino Ris.

■ Copertino DOC

■ Salice Salentino DOC

■ Squinzano DOC

■ Valle Cupa Salento

■ Terragnolo Primitivo Sal.

■ Diciotto Fanali Salento Rosato

■ Laicale Salento Chardonnay Bianco

■ Vigna Vitrilli Grande Salento

■Mater Terra Salento Negromaro

Passito

안티카칸티나레오나르디

ANTICA CANTINA LEONARDI SAS

아폴로니오카사비니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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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커피 Address. C.da. Pescofarese, 74 Ripalimosani(CB) 86025 ITALY  

Web site. www.caffecamardo.com E-mail. info@camardo.it  Tel. +39 0874 61717  

Fax. +39 0874 60175  Contact point. Roberto Tomaro 

…… 카페 카마르도는 커피 로스팅 회사

로 1951년 이탈리아 중부의 깜뽀바쏘

(Campobasso)에서 설립되었다.

카마르도는 16가지가 넘는 방식으로 혼합된

커피를 생산하는데, 바 라인, 소매 라인, 선

물 라인, 포드 라인 등 4가지 생산 라인으로

구분된다. 

생산하는 제품에는 제과 품목도 포함된다(초콜

릿, 커피 맛 초콜릿, 리큐르, 커피 케이크 등).

카마르도 사는 진정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의 전통과 발전된 생산 기술 모두를 겸비하

고 있다. 제품의 특징은 훌륭한 품질과 모든

제품의 추적 가능성, 넓은 범위, 100%의 농

도, 전문적인 포장, 기술, 이탈리아 전통 그

리고 유연성에 있다. 

전 세계에 걸쳐있는 판매 리점들을 통해

카마르도의 제품은 2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카페카마르도

Seoul Food & 
Hotel 2007

CAFFÈ CAMARDO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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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카나 지방 윗부분의 가장 오래

된 트라이아스기 지 는 미네랄이 풍부하

여 레드 품종 재배에 적합한 장소이다. 아

래쪽 경사면에 위치한 제4기 지 는 리구

리아 해가 남긴 석회 침전물이 있어 화이

트 품종에 적합하며, 와인의 향을 풍부하

게 만들어준다. 이 지 에 처음으로 포도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에트루리아 사람

들이었고, 로마인들과 템플 기사단원들에

이어 1965년 코마르도 사에 까지 이어지

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 땅

의 풍요로움이 발견되고 있다. 이 곳은 포

도와 올리브에 적합한 땅이다. 이들이 찔

레 덤불 속에 무성하던 오래된 포도밭과

올리브 밭을 새로 일구어낸 지 벌써 41년

이 되었다. 이 포도밭에서 생산되는‘소노

몬테니돌리’는 토착와인으로 9가지 종류가

있다. 3종류의 베르나챠 디 산 지미냐노

(Vernaccia di San Gimignano), 3 종

류의 끼안띠 꼴리 세네지(Chianti Colli

Senesi), 3가지 전통 와인 까나이우올로

(Canaiuolo), 일 템플라레(Il Templare),

빈브루스코(Vinbrusco) 등의 9가지 와인

은 수년에 걸쳐 인정받고 있으며 중요한

상들을 수상했는데, 최근 2006년 10월에

는 감베로 로쏘가 수상하는 세 개 로벳

상을 받았고, 가이드북에 다음과 같은 논

평이 실렸다. “이 와인들은 지를 말하고

있다. 빈티지를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필요

한 감성이 있다. 쉽지 않은 클래식한 향과

아로마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동떨

어져 있는 정말 독특한 와인이다.”

가이젠하임의 포도주학자인 크리스찬 로위

는 이렇게 평했다. “훌륭한 와인들은 섬세

한 음식과 안목 있는 미각에 잘 어울린다.”

Product. 와인 Address. Montenidoli S.Gimignano(SI) 53037 ITALY  Web site. www.montenidoli.com 

E-mail. montenidoli@valdelsa.netTel. +39 0577 941565  Fax. +39 0577 942037 

Contact point. Maria Elisabetta Fagiuoli

몬테니돌리

AZIENDA MONTENIDOLI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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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와인 Address. Loc. Casina dei Ponti, 56 Castellina in Chianti(SI) 53011 ITALY  

Web site. www.cecchi.net  E-mail. cecchi@cecchi.net  Tel. +39 0577 54311  

Fax. +39 0577 543150  Contact point. Riccardo Francesconi

……체키 와이너리는 선두적인 와

인 생산업체로, 와인생산에 있어 이

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명성

을 지닌 토스까나 지방에 위치한 가

장 큰 와이너리들 중 하나이다. 

■ 체키 와이너리는 완전하게 체키 가

족의 소유로, 지금까지 체키 가(家)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 체키 와이너리는 100여 년 전에

설립되었고, 그 동안 견고한 품질과

신뢰라는 견실한 명성을 얻었다.  

■ 체키 와이너리에는 매우 숙련되고

솜씨 좋은 인력 팀과 훌륭한 와인 셀

러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자사의

생산 과정은 ISO9001과 BRC14001

규칙을 준수한다.  

■ 체키 와이너리는 토스카나와 움브

리아 지방의 아주 중요하고 높게 평

가되는 DOC와 DOCG 와인 지역에

300헥타르가 넘는 포도밭이 있는 네

개의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 체키 와이너리의 포도밭의 일부와

병입 설비, 중심 와이너리는 가장 잘

알려진 이탈리아 와인인 끼안띠 끌라

시꼬 생산 지역 중심에 위치해있다. 

■ 체키 와이너리의 제품에는 특히 끼

안띠와 끼안띠 클라시코에 중점을 둔

부분의 유명한 토스카나 지방의

DOC와 DOCG 와인이 포함되며, 해

안가에 위치한 아주 높이 평가 받는

토스카나‘마렘마’지역도 포함된다.  

■ 체키 와이너리의 와인 종류는 비교

적 저렴하게 량생산하는 와인에서

부터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위한 한

정된 양만을 생산되는 최고급 와인에

이르기까지 와인시장의 모든 부분을

커버한다. 

매년 9백만 병의 와인을 생산해 총

생산량의 67%를 50개국이 넘는 해

외로 수출하는데, 여기에는 가장 중

요한 와인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캐

나다, 독일, 국, 프랑스, 일본 등이

포함된다.

체키와이너리

Seoul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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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신료 판매업에 종사하던

가문의 후손인 로메오 모르간티는

1890년에 커피 생산에 관심을 가지

기 시작하 고, 커피를 산업적으로

로스팅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결정하 다. 

사실 그 시 에 커피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널리 확산되지 않아 커피는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로 팔렸고, 각

각의 구입자들이 몇 명 안 되는 로스

터들에게 로스팅을 맡기곤 했었다.

그래서 로메오는 최초의 커피 로스팅

기계를 설계하고 만들어내기에 이르

다. 이것이 커피 시장 개혁의 첫걸

음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발명과

함께 최초의 로스팅 회사 모르간티가

태어났고 4세 를 이어 사업 활동을

발전시키고 있다.

카페 모르간티의 목표가 블렌드한 커

피의 품질을 수년 동안 그 로 보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에 있는

커피 농장의 선택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정확한 커피 농장의 선택

다음이 커피 블렌딩이다. 그리고 나

서 아주 중요한 로스팅 과정이 시작

되는데, 이때 커피 원두는 다양한 화

학적, 물리적 변화와 향의 변화를 받

게 된다. 블렌딩은 제품의 성공여부

를 결정하는 결정적 단계로, 옛 비결

에 따라 정확한 맛과 향의 균형을 얻

는 것이 카페 모르간티의 목표이다. 

보다 더 결정적인 단계는 로스팅으

로, 여러 번의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

고, 로스팅 기계는 최상의 결과를 얻

기 위해 향과 색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

막 단계가 그라인딩 과정으로 이 과

정을 통해 커피 원두를 갈아 가루로

만든다. 

이 과정들이 끝나면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에게 닿을 때까지 깊고 여운이

강한 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포장된다.

Product. 커피 Address. Via di Tor Cervara, 236 Roma 00155 ITALY  Web site. www.morganti.it  

E-mail. info@morganti.it Tel. +39 06 2294990  Fax. +39 06 2295777 

Contact point. Andrea Morganti

카페모르간티

CAFFE' MORGANTI SRL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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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A VINICOLA 



Product. 전채음식, 오일절임, 송로버섯, 송로버섯제품, 파스타,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 미네랄워터

Address. Via Mascagni, 65 Frosinone 03100 ITALY E-mail. consexport@libero.it 

Tel. +39 0775 824039  Fax. +39 0775 823163  Contact point. Elio Salvati

…… 협회 멤버들이 생산하는 다음과 같은 생산

품들의 수출과 판매를 촉진하는 협회이다. 오일에

절인 전채 음식, 송로버섯과 송로버섯으로 만든 제

품, 파스타,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 미네랄워터등

프로시노네수출협회

Seoul Food & 
Hotel 2007

CONS. FROSINONE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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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다니엘레 프로슈토는 이탈리아 북

동쪽에 위치한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지

방의 명성 높은 자랑이다. 프로슈토는 그‘달

콤함’과 그 정교한 향을 높이 평가할 줄 아

는 세계적인 미식가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

했다.

프로슈토 한조각을 막 빵(Grissini)에 얹어

한입 한입 맛보면 그 맛이 너무도 좋을 뿐 아

니라 양가도 높고 건강에도 좋다. 

이 맛깔스러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프로슈토 생산 과정은 매우 섬세하며, 그 기술

과 설비가 비록 현 적이기는 하지만, 프로슈

토를 만드는 방법은 여전히 예부터 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슈토의 품질이 매우 높다.

이탈리아산 돼지 뒷다리에서 품질 좋은 산 다

니엘레 프로슈토를 얻어내기 까지는 1년이 넘

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리울리의 산 다니엘레 지방은 마법 같은 온

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드리

아 해로부터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알프스에

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만나 하나로 어우

러지는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 돼지 뒷다리가

진정한 프로슈토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Product. 프로슈토 Address. Via Umberto I�26 San Daniele del Friuli(UD) 33038 ITALY 

Web site. www.prosciuttosandaniele.itE-mail. info@prosciuttosandaniele.it 

Tel. +39 0432 957515  Fax. +39 0432 940187  Contact point. Elena Cozzi

프로슈토산다니엘레조합

CONS. PROSCIUTTO SAN DANIELE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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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올리브유와파스타 Address. S.P. 231 KM. 31,500 CORATO(BA) 70033 ITALY 

E-mail. export@oliosuditalia.it  Tel. +39 080 8983849  Fax. +39 080 8983882 

Contact point. Giovanni Cassetta

…… 지중해 음식 수출 협회인

COMEX는 이미 이탈리아 음식이 잘 알

려져 있는 시장 뿐만 아니라 새로이 떠오

르는 모든 시장에 한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전시회와 워크샵에 계속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이탈리아 국내 시장 및 국제 시

장에서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지중해 다이

어트 음식을 판촉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

와 함께 설립되었다. 

이 협회에 소속된 각각의 생산 회사들은

소맥 세몰리나 파스타, 엑스트라 버진 올

리브유, 아침식사용 시리얼, 타랄리

(taralli, 뿔리아 지방의 전통 스낵), 즉석

피자 도우, ‘Castel del Monte’DOC

와인 등 자사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있

어 절 적 리더 격의 회사들이다. 이곳에

서 제공하는 생산품 종류의 다양함, 수년

간 국제 시장에서 쌓인 긴 경험, 품질

비 좋은 가격, 자 회사 고객들을 위한 운

임 할인은 고객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

키기에 충분하며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코멕스조합

Seoul Food & 
Hotel 2007

CONSORZIO CO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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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마 프로슈토 조합은 파르마

프로슈토와 모든 파르마 프로슈토 생산

업체들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협회이

다. 1963년에 설립된 이 조합은 제품의

품질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파르

마’의 이름과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파르마 프로슈토는 파르마 근처에 있는

작은 지역에서만 생산될 수 있으며, 모든

생산 업체들도 그 지역에 위치해야만 한

다. 이것은 DOP 제품으로 유럽연합의

보호 하에 있다. 

파르마 프로슈토는 100% 자연 제품으로

어떠한 첨가제의 사용도 완전히 금지되

어 있다. 

순수한 해염으로 가염되고 최소 12개월

동안 건조 보관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은 부드러우며, 단맛과 짭짤한 맛이

알맞게 어울러진 독특한 향을 갖게 된다.  

한국시장에서도 이제 파르마 프로슈토를

만나볼 수 있다.

Product. 프로슈토 Address: Via Marco dell'Arpa 8/B Parma 43100 ITALY 

Web site. www.prosciuttodiparma.com E-mail. paolo.tramelli@prosciuttodiparma.com  

Tel. +39 0521 246232  Fax. +39 0521 243983  Contact point. Paolo Tramelli

파르마프로슈토조합

CONS. PROSCIUTTO DI PARMA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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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올리브유와유기농올리브유 Address. VIA TRIPOLI N. 28/B Gravina in Puglia(BA) 70024 ITALY  

Website. www.primaqualita.it  E-mail. antonioraguso@hotmail.com  Tel. +39 349 0886803  

Fax. +39 080 3261257  Contact point. Antonio Raguso

…… 프리마 콸리타는 시장의 요구를 만족

시키고자, 자 회사들의 독특한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최상 품질 규격에 부응하는 최고 품

질의 제품들을 시장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프리마 콸리타 조합은 기업 제품들의 세계화

의 향으로 독특성이 사라지고 변성된 지역

특산품들 원래의 진정한 모습을 보장하면서,

제품과 생산 업체들의 판매 촉진 및 선별작업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

본 협회의 정책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지역특산 치즈, 전채 음식, 파스타, 제과, 제

빵, 와인과 같은 엄격하게 선별된 종류의 생

산품으로 잊혀진 맛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시

장을 만족시킬 준비가 되어있다. 

프리마콸리타협회

Seoul Food & 
Hotel 2007

CONSORZIO PRIMA QUALIT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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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아그리 비오 협회는 협회 멤버들

의 농산물과 식품의 마케팅을 장려하고 강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에서 다루는 제품들로는 엑스트라 버

진 올리브유와 와인, 파스타, 치즈, 각종소

스, 카라사투(Carasatu)와 구티아투(Gutti-

atu) 빵 등 지방 표 음식과 전통음식, 유

기농 식품 등이 있다.

Product. 파스타, 치즈, 와인, 리큐르 Address. Z.I. Loc. Pentuma Nulvi(SS) 07032 ITALY 

E-mail. anglonasapori@tiscali.it Tel. +39 079.578040  Fax. +39 079.578040  

Contact point. Giovanni Sebastiano Piredda

판아그리비오협회

CONSORZIO PAN AGRI BIO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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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와인 Address. Via del Bandino 36 Firenze 50126 ITALY  

Web site. www.enotecaderham.com   E-mail. barbara@enotecaderham.it 

Tel. +39 055 6815039  Fax. +39 055 6815040  Contact point. Barbara De Rham

…… 에노테카 데 람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수출회사로 와인

사업에 있어 3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이탈리아 지방 곳곳에 데 람 가문

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와인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폭넓은 사업 경험에 한 기술적인 정보와 시장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화물과 와인 운송에 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에노테카데람

Seoul Food & 
Hotel 2007

ENOTECA DE R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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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년 이래 산 쥴리아노(San Giuliano)

브랜드의 소유주인 만카 가족은 올리브 나무의

재배에서부터 산 쥴리아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유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복합 회사를 창설하

여 경 해오고 있다.  

사르데냐(Sardegna)의 알게로(Alghero)에 위치

한 올리브유 생산 공장은 수백 헥타르의 울창한

올리브 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농산품 기

업의 진화에 있어 명백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 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생산설비를 보

유한 만카 가족이지만, 1800년 후반부터 사용

되고 있는 옛날 착유 전통은 그 로 보존해오고

있다. 

오늘날 산 쥴리아노의 모든 생산 라인은 풍부한

전통을 지니고 있고, 아름다운 지중해의 섬 사르

데냐 고유의 맛을 보존하고 있다. 

산 쥴리아노 생산 라인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

브유 외에도 야채 오일 절임, 올리브 염수 절임,

사르데냐의 깐노나우(Cannonau) DOC 와인 식

초, 발사믹 식초, 페스토, 그린 블랙 올리브 페이

스트, 파스타 등이 포함된다.

Product. 올리브유 Address. Via Carrabuffas n.c., C.P. 56 Alghero(SS) 07041 ITALY  

Web site. www.sangiuliano.it  E-mail. info@sangiuliano.it  Tel. +39 079 977215  

Fax. +39 079 977349  Contact point. Pasqualino Manca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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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쥴리아노올리브오일& 스페셜티

SAN GIULIANO OLIVE OILS & SPECIALTIES



Product. 와인 Address. Via Alba, 15  Serralunga d'Alba(CN) 12050 ITALY  

Web site. http://www.fontanafredda.it E-mail. info@fontanafredda.it Tel. +39 0173 626111  

Fax. +39 0173 613451  Contact point. Enzo Agresta

…… 폰타나 프레다는 역사 깊은 삐

에몬떼 지방의 언덕 사이에 위치한

랑게(Langhe)의 중심부에 위치해있

다. 삐에몬떼는 이탈리아 역사에 있

어 결정적인 역할을 주도한 지방이

며, 이탈리아 와인 전통에 있어 가장

명성 높은 지방들 중 하나이기도 하

다. 폰타나 프레다는 오로지 삐에몬

떼 지방 와인만을 생산하는데 자부

심을 느끼며, 사냥 오두막, 작은 마

을, 넓은 포도창고와 포도밭 등 그

옛날 광스러운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라피오리 공작(conte di Mirafiori)

이었던 에마누엘레 궤리에리(Ema-

nuele Guerrieri)의 열정과 명견만

리 덕분에 1878년에 시작된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인 스뿌만떼의 생산은

오늘날에도 엄격한 삐에몬떼 지방의

전통을 따르며, 최고 품질의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폰타나프레다

Seoul Food & 
Hotel 2007

FONTANAFRE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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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로포멜라 사의 역사는 1929년에 에우로

포멜라 사의 역사가 시작된다. 포멜라 가문은 풍요롭

고 풍부한 땅 치오차리아(Ciociaria)에 맨 처음으로

유제품 회사를 설립했다. 전문적인 치즈 제조업체인

‘카사리(Ca-sari)’의 손과 땅에서 나오는 유제품들은

세 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규칙을 따른다. 

생산 제품으로는 들소 우유로 만든 모짜렐라 및 일반

우유와 들소 우유를 섞어 만드는 피오르디모짜렐라,

피오르디라테, 리코타와 그 외 다른 치즈들이 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포멜라 가문은 특히

안전성과 위생을 중시하는 유럽 규칙에 상응하는 현

적인 생산공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사업활동을 계

속 이끌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70여 년이 넘는 생산활동 후에도 포멜라의

브랜드는 높은 전통가치와 기술적 혁신을 이룬 신선

하고 맛 좋고 몸에 좋은 모짜렐라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Product. 들소 젖 유제품, 유제품, 치즈 Address. Strada Asi, 7 Ferentino(FR) 03013 ITALY 

Web site. www.europomella.it  E-mail. gerardo@europomella.it  Tel. +39 0775 224488 

Fax. +39 0775 224481  Contact point. Gerardo Cinque

에우로포멜라

EUROPOMELLA SPA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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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와인 Address. loc. Poggio Bonelli Castelnuovo B.ga(SI) 53019 ITALY 

Web site. www.poggiobonelli.it  E-mail. ravagni@poggiobonelli.it  

Tel. +39 0577 355113 Fax. +39 0577 355383  Contact point. Simone Ravagni

…… 포지오 보넬리 와인농장은 끼안띠

클라시코가 생산되는 시에나 남동쪽에 위치

한 아주 매력적인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이 농장이 소유한 토지는 50헥타르 이상에

이르며, 포도밭, 올리브 나무 밭, 숲 등 끼안

띠 생산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요소

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들어 147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

가 이 농장을 구입하면서, 이 농장은 상당한

양의 자금에 한 장기간 보장 및 강한 재정

적 지원을 얻게 되었다. 이 은행은 오래 전

부터 와인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1931년부터 삐에몬떼 지방에 위치한 폰타나

프레다 와인농장을 경 해오고 있다. 

포지오 보넬리에서는 프리미엄급 와인의 생

산을 위해 카를로 페리니의 기술적인 지도

아래, 새로운 포도재배와 기술적이고 농업적

인 관점에 있어서의 재정비를 위한 야심찬

장기 프로그램이 이미 착수되었다. 

현재 포도농원에서는 무엇보다 산지오베제,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품종의 와인이 생

산되고 있다. 

포지오보넬리

Seoul Food & 
Hotel 2007

POGGIO BONELLI

18

…… 데 파도바(De Padova)

가족은 4 에 걸쳐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고 올리브유를 생산하고 있

다. 유서 깊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

는데 파도바 사는 선별된 제품 연

구를 그 목표로 한다. 

12년 전부터 유기농법을 사용하고

있고, ICEA 마크를 획득한 데 파

도바 사는 올리브유 공정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감독 관리한다. 먼저

다양한 종의 올리브 나무들을 모종

하고, 올리브를 생산하고, 압착한

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병입

한다. 

이 모든 것은 소비자에게 데 파도

바 사의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데 파도바 가족

의 제품이 작은 나무에서부터 사람

들의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감독하

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Product. 올리브유 Address. Via Stazione Km. 1 Avetrana (TA) 74020 PUGLIA ITALY  

Web site. http://www.oliodepadova.it  E-mail. info@oliodepadova.it  Tel. +39 099 9704 513

Fax. +39 099 9704 190 Contact point. Francesco Cazzolla

프란체스코데파도바

FRANCESCO DE PADOVA SRL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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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수입업체 BELLISSIMO
914, RISEVILL, Gye San-Dong Gye Yang-Gu, 
Incheon-si KOREA(SOUTH)
Tel: + 82 032 548 5244   Fax: +82 032 549 5244
Site : www.bellisimo.co.kr   e-mail : master@bellisimo.co.kr



Product. 미네랄 워터 Address. Loc. S.Martino Codrongianos(SS) 07040 ITALY  

Web site. www.acquasanmartino.it  E-mail. san.martino@tiscali.it Tel. +39 079 435479  

Fax. +39 079 435480  Contact point. Luca Simula

…… 워터 제조와 병입 설비는 사

싸리 지방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장

산 마르티노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수

원지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산 마르티노 사의 현 적인

설비 기술을 사용한 병입, 레이블 부

착, 포장은 현재 마케팅 채널에서 사

용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산 마르

티노 사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라이

트 스파클링, 내츄럴 미네랄워터는 어

떠한 까다로운 입맛에도 잘 맞는다.

산 마르티노 미네랄 워터의 염 이온

이 풍부한 구성은 매우 독특하며, 천

연 중 탄산염의 높은 함량은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특히 배뇨 촉진을 일

으키고, 신장결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산 마르티노 내츄럴, 라이

트 스파클링, 스파클링 미네랄 워터는

특히 운동 중에 인체 내 수분의 염분

밸런스를 유지 시켜주기 때문에 이탈

리아 인류 양협회에 의해 천연 미네

랄 보충을 위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산마르티노

Seoul Food & 
Hotel 2007

SAN MARTINO 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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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브레이크는 커피 콩과 그라

인딩 커피를 제조한다. 자사는 커피 기계에

사용하는 커피 캡슐(1인분 혹은 2인분 용량)

생산 전문 업체로, 특히 가정, 사무실, 레스

토랑, 호텔, 바 등 넓은 범위의 커피 시장에

알맞은 크고 작은 사이즈의 커피 기계도 생

산한다. 

포인트 브레이크는 커피 캡슐과 간 커피, 그

리고 레몬, 인삼, 녹차 등의 차를 우려내는

용도의 커피기계를 생산한다.

Product. 커피 Address. CORSO VAN WESTERHOUT N. 55 MOLA DI BARI(BA) 70042 ITALY 

Web site. www.pointbreakonline.itE-mail. info@pointbreakonline.it  Tel. +39 0804 733381 

Fax. +39 0804 733381 Contact point. Francesco Tribuzio

포인트브레이크

POINT BREAK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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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올리브유, 올리브유 성분을 주로 한 화장품 크림 Address. SS.93km 13 Contrada Rasciatano CP 447

Barletta(BA) 70051 ITALY  Web site. www.tenutarasciatano.com  E-mail. info@tenutarasciatano.com  

Tel. +39 0883 510999  Fax. +39 0883 510980 Contact point. Gian Michele Porro

…… 테누타 라시아타노는 수령 약 100년이 넘은‘코라티

나’종의 올리브 나무 밭 250헥타르를 가지고 있는 역사 깊

은 농장이다. 이 농장의 생산 공정은 봄철 개화시즌부터 12

월 올리브가 무르익어 현 적인 쉐이킹 장비로 올리브를 수

확하는 시기까지 감독 관리된다. 이때 수확된 올리브는 당일

에 압착시키기 위해 즉시 착유 공장으로 보내진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착유 공장에서 저온압축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저온 압축 과정을 거쳐 냄새, 향, 낮은 산도

(0.3% 이하)가 하나로 어우러진 올리브유가 탄생한다. 

해마다 많은 국제 오일 평가전에서 DOP 제품과 유기농 오

일 제품에게 많은 상을 수상했다.

전통적인 엑스트라 올리브유 외에도 올리브유를 기본으로 하

는 훌륭한 화장품 제품들도 있다.

테누타라시아타노

Seoul Food & 
Hotel 2007

TENUTA RASCIATANO 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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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시도로 사의 땅은 1930년 후반에 토스카노의 마

렘마 해안가에서 발견된 곳이다. 농장의 크기는 거의 817헥타

르에 이른다. 

포도재배는 이 회사의 자존심이자 즐거움으로 티레니아 해로

부터 10km정도 떨어진 북부 언덕 지역에 57헥타르에 이르는

포도밭을 갖고 있다. 또한, 1990년도 후반부터는 이곳에 재배

설비와 트레비아노 토스카노의 땅 일부분이 추가되었다. 

토착품종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서 재배가 시작

된 몬떼뿔치아노와 산지오베제를, 그리고 그 외 메를로, 까베

르네 소비뇽, 쁘띠 베르도와 샤르도네 등과 같이 이미 이 땅

에 완전히 적응한 새로운 품종들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2001년 완전히 새로운 와인 저장고를 세우고 앞선 기술을 가

진 설비들을 도입했다. 옛 저장고는 숙성과 병입을 위한 장소

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투자는 산티시도로 사의 와인전문

가인 리카르도 코타렐라 박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 Soremidio - IGT LAZIO : 수확량이 적은 몬떼뿔치아노

품종을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수년 동안 숙성 시킨 와인

■ Cortithus - IGT LAZIO : 구조가 풍요로운 레드 와인으

로 산지오베제, 몬떼뿔치아노, 메를로 품종으로 만든 와인

■ Forca di Palma - IGT LAZIO : 샤르도네와 전통적인

지역품종인 트레비아노 토스카노 종을 잘 조화시킨 블렌드

와인

Product. 와인 Address. Localita Portaccia snc Tarquinia(VT) 01016 ITALY  

Web site. www.santisidoro.net  E-mail. info@santisidoro.net Tel. +39 0766 869716  

Fax. +39 0766 864154  Contact point. Giovanni Palombi

산티시도로

SANT’ ISIDORO SRL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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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커피 Address. Via G. Marconi, 11 Marta (VT) 01010 ITALY  

Web site. www.caffefida.it  E-mail. info@caffefida.it  

Tel. +39 0761 871535  Fax. +39 0761 871570  Contact point. Corrado Orlandi

…… 1954년 이래로 비테르보

(Viterbo) 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토

레파치오네 피다 사의 커피는 투시아

(Tuscia)라 불리는 구역의 HO.RE.CA 시

장의 선도자이다. 총 1,000평방미터에 이

르는 땅과 앞선 기술을 가진 세 개의 생

산라인을 보유한 비교적 작은 회사지만,

연간 잠재 생산량은 10,000퀸틀에 이른

다. 품질이 바로 목표다. 피다 사는 좋은

품질의 커피만을 생산하고자 한다. 

사싸라(Sassara) 가족은 항상 개인 사이

의 관계와 품질 좋은 제품에 커다란 중요

성을 두면서 회사를 이끌어 왔다. 

제품의 특징은 훌륭한 품질 비 좋은 가

격이며, 블렌드의 아로마를 그 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포장의 품질에 신경

을 쓰고 있다. 

블랙(100% 아라비카), 골드(75% 아라비

카와 25% 로부스타), 브라운(50% 아라

비카와50% 로부스타), 레드(30% 아라비

카와 로부스타) 등 4가지 블렌드를 보관

기간이 2년인 1kg, 250g, 7g의 포장 단

위로 생산한다.   

토레파치오네피다

Seoul Food & 
Hotel 2007

TORREFAZIONE FIDA S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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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에실랏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치즈 분야의 잠재

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르데냐의 전통적인 치즈 외에

도 새로운 치즈 제품들을 생산한다.  

생산라인을 완전히 가동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생산은 현재

연간 6백만 유로 수준의 거래량에 이를 수 있다. 

전통 치즈 및 새 치즈 제품들은 고객의 요구와 선호도 만족을

최 목표로 한다. 티에실랏 사의 임무는 사르데냐의 전통적인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티에실랏의 첫 번째 자원

은 우유와 유제품들에 특별한 맛을 선사하는 아로마가 강한 풀

들로 가득한 사르데냐의 땅이다. 

주의 깊은 감독 하에 사육된 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엄격하게 선

별하는 것이 치즈 생산의 첫 번째 단계이다. 착유소의 전통을

그 로 따르면서 가장 현 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수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실험실에서 일하는 분석가들은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한다. 

티에실랏의 목표는 사르데냐의 음식 전통을 그 로 준수하는 새

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다. 티에실랏 사는 고객 수를

높이고 시장에서 자사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을 포장하고 요구르트를 생산하는‘파다 포

르마지(Fadda Formaggi)’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의 제품은 이탈리아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

매되고 있으며, 국제 시장(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또한

성공을 보이고 있다. 

Product. 치즈 Address. Regione Possilva Thiesi(SS) 07047 ITALY  Web site. www.thiesilat.com 

E-mail. thiesilat@tiscali.it  Tel. +39 079 885031  Fax. +39 079 885205  

Contact Point. Peppi Fadda

티에실랏인두스트리아카세아리아

THIESILAT INDUSTRIA CASEARIA SRL  

Sapori d’ It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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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커피 Address. C. da Pesco Farese, 25/26 Ripalimosani(CB) 86025 ITALY  

Web site. www.caffemonforte.com  e-mail. info@caffemonforte.com  Tel. +39 0874 484723

Fax. +39 0874 628116 Contct point. Magda Katsoura

…… 토레파치오네 몽포르테 사는 최고의 품

질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이다. 본사

는 커피 콩을 볶고 갈은 후에 산화방지를 위한

진공 포장백과 주석 통에 넣어 포장한다. 

토레파치오네 몽포르테 사는 마시는 초콜릿용

가당 코코아 가루도 생산한다. 주 제품은 카페

몽포르테(Caffe Monforte)로, 이 브랜드에는

아라비카 커피와 로부스타 커피를 여러 비율로

블렌딩하여 상업용으로 만든 여러 종류의 에스

프레소 바 커피와 에스프레소 엘리트

(Espresso Elite), 에스프레소 프리미엄

(Espresso Premium), 100% 아라비카(7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커피콩을 섞은 것) 커피를 사

용한 에스프레소 칭퀘 스텔레(Espresso 5

Stelle)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매용으로 갈은 에스프레소 커피 블렌드

와 가정용 필터 커피도 생산한다. 

모든 제품은 높은 품질의 원료로 생산되며 품

질 비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 본사 경 시

스템은 SGS로부터 ISO 9001/2000 인증을

받았으며, 100% 아라비카 에스프레소 5제품은

‘최고 품질의 이탈리아 에스프레소’품질 증명

을 받았다. 

토레파치오네몽포르테

Seoul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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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생산 및 판매 전문업체로 해외 29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생산

판매되는 커피 종류로는 에스프레소 원두커피, 일인용 커피 포드, 필터 커피, 갈

은 커피, 디카페인 커피 등이 있다. 에스프레소용 커피기계와 포드용 커피기계

판매도 한다. ISO 9001:2000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Product. 커피 Address. Contrada Ruina Zona Industriale Faggiano(TA) 74020 ITALY  

Web site. www.moncafe.it  E-mail. info@moncafe.it Tel. +39 099 5921314 

Fax. +39 099 5921316  Contact point. Leonardo Sampietro

인두스트리아토레파치오네몽카페

INDUSTRIA TORREFAZIONE MONCAFÈ

Sapori d’ It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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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수입업체 BELLISSIMO
914, RISEVILL, Gye San-Dong Gye Yang-Gu,
Incheon-si KOREA(SOUTH)
Tel: + 82 032 548 5244   Fax: +82 032 549 5244
Site : www.bellisimo.co.kr   
e-mail : master@bellisim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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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Piazza Sallustico,21 00187 ROMA, ITALY Tel. +39 06 4704 256

Fax. +39 06 4704 269  E-mail. segreteria.generale@unioncamere.it  

Web site. www.unioncamere.it Contact point. Mr. Fabio Pizzino

…… 우니온카메레는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의 국내 연합으로, 지역, 주, 국가 단위의 경

제 활동의 개발과 장려를 목적으로 이탈리아

전국에 위치한 모든 지방 및 지역 내 상공회

의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협회이다. 

우니온카메레는 많은 의사 결정자들과 협력하

며, 보다 넓은 정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하기 위해서 여러 상공회의소들 사이에 접

한 관계를 형성시킨다. 이 조직은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의 출처로,

그리고 각 행정 단계마다의 업무 표자로 인

식되어 있다.  

우니온카메레의 전략적 활동에는 다음의 사항

이 포함되어 있다

■ 상공회의소의 제도적 표로 보완된 경쟁

시스템 설립

■ 시스템을 통한 조사, 연구와 통계 및 경제

관찰

■ 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연

구, 계획 및 조정

■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공동업무 협력

통계자료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우니온카메레는 이탈리아의 전체적인 경

제 상황에 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시각

을 제공한다.

이탈리아상공회의소연합

Seoul Food & 
Hote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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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Via Fratelli Roselli 4, 01100 Viterbo 

Tel. +39 0761 2344 03 Fax. +39 0761 2344 77

E-mail. annamaria.olivieri@vt.camcom.it  Web site. www.vt.camcom.it Contact point. Mrs. Annamaria Olivieri 

…… 비테르보 산업, 수공업 및 농업 상공

회의소는 자치권을 가진 독립된 공공기관이

다. 

이는 산업, 수공업 및 농업 상공회의소의 이

탈리아 연합 소속이며, 라찌오 상공회의소 지

역 연합과 그 외 상공회의소들 중 연합형태를

지닌 단체 참여에 한 결정권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탈리아 다른 지역이나

외국 혹은 단일이나 연합된 형태의 상공회의

소들과 협력하여 만든 새로운 기획 안들을 지

원한다. 비테르보 상공회의소의 첫 번째 관심

사는 경제 발전과 투시아의 기업들과 생산 시

스템의 개발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라찌오 상공회의소 지역 연합들이나 다

른 지역 공사들과 힘을 모아 이탈리아 국내와

국외에서의 전람회 행사 참여를 조직함으로

써, 관광, 수공업, 농산품 분야에 있어 지역

기업들의 이탈리아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한다. 

이외에도 비테르보 상공회의소는 비테르보 지

역만의 투시아 비테르베제(Tuscia Vite-

rbese)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확실한 수준의

품질과 특성에 준하는 비테르보 지방 내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돋보이

게 하고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비테르보산업, 수공업및농업상공회의소

Seoul Food & 
Hote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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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상공회의소 특별 사무국인

AICAI는 1989년부터 바리 지역 경제 및 기

업 시스템의 해외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AICAI는 바리와 그 주

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생산 역에

속해있는 2천 5백여 개의 중소 기업들에게

업무활동을 제공한 바 있다. 

국경을 넘어 성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국제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CAI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지원한다. 

■ 해외 무역 기술과 최상의 사업 기회를 보

여주는 국가들에 한 정보 제공

■ 마케팅 전략, 파트너 리서치, 시장 조사

같은 전문 정보와 해외 교류에 있어 보다 어

려운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컨설

팅 등 개별 회사마다의 맞춤식 지원

■ 해외 비즈니스 미팅, 워크샵,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

■ 세미나 및 업데이트 미팅 등의 트레이닝

코스 제안

AICAI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시장에

접근하는데 유용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 해외 수출이나 해와 투자를 원하는 기업

들을 지원하고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국

제화 데스크

■ 수출/수입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이태리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

■ 전 세계 해외기업들의 프로필

■ 세계적인 해외 파트너 조사

■ 생산지역에 따른 마케팅 조사

■ 통계 연구와 경제 트렌드

■ 모든 국제, 이탈리아 국내, 지방 금융법과

지원 프로그램에 한 정보

■ 이탈리아와의 무역 흐름이 있는 국가들의

경제∙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국가 프레젠

테이션 카드

■ 통관 규칙 시스템에 한 정보

■ 이탈리아에서 해외국가들로의 수입/수출

동향에 한 통계 보고서

■ 이탈리아와 해외 기업들에 한 재무 보

고가 포함된 및 금융, 경 , 경 활동과 신용

보증에 관한 보고서

■ 생산 역과 최종 기한 별로 나뉘어진 EU

프로그램과 입찰에 한 정보

Address. Via E.Mola,19 -70121 Bari- Italy E mail. aicai@ba.camcom.it  

Tel. +39 080 2174592   Fax. +39 080 5537062  

Web site. www.aicai.it  Contact point. Mrs. Ida Borelli

바리상공회의소특별사무국

AZIENDA SPECIALE DELLA CAMERA 

DI COMMERCIO DI B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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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Via Roma 74, 07100 SASSARI, ITALY 

Tel. +39 079 2080 312  Fax. +39 079 280 749  E-mail. eicss@ss.nettuno.it 

Website. www.ss.camcom.it/eic  Contact point. Mr. Luigi Chessa

……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기업 업

무에 관여하는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조직은

이탈리아 전국을 연결하는 구조체계로 이루어

져 있다. 상공회의소의 임무는 기업들의 일반

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라고 요약될 수 있다. 

상공회의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관련 지역

에 위치한 기업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조정하

고 변하면서,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에 일치

하도록 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

행한다. 

근본적으로 상공회의소는 국가와 지역 경제-

생산 시스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국제화라는 측면에 있어 상공회의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정보제공, 원조 그리고 인증 업무

2. 해외 무역 장려 활동

3. 국제화를 위한 프로모션과 지원

1. 상공회의소는 데이터 프로세싱 코드, ATA

Carnet, 원산지 증명, 자유판매 증명, 가격의

적합성 인증, 수출 송장 증명, 여러 종류의 해

외 유효 증명, 이탈리아 수출협회의 마크 특

허, 수입/수출 인가 등, 해외 국가들과의 사업

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증명서와 서류들

을 발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2. 지역 생산품 해외 마케팅에 있어, 사싸리

상공회의소는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상공회의

소 조직하의 공공사업기관들이나 사르데냐 상

공 회의소 해외센터와의 협력 하에, 중소기업

들의 해외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 무역 전시

회 참가를 조직하고 장려한다.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하여 지역

생산품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역경제의 국제적인 홍보 활동을 발전시

키기 위해, 사싸리 상공회의소는 유로 인포

센터와 국제화 데스크 같은 연합 조직들의 도

움을 얻어 이탈리아 협회 및 외국 협회, 상공

회의소, 해외무역 사무국, 해외 상공회의소 지

사, 유로 인포 센터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

는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유지

하고, 확장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한다. 

사싸리상공회의소

Seoul Food & 
Hote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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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나 상공회의소는 법률에 의거하

여 독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합법적인 권한및

법규, 재정, 행정상의 자치권을 가진 기능 자

치단체들 중 하나이다. 

시에나 상공회의소의 주요 목적은 관련 업종

에 연관된 협회로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여

러 분야에서 지역경제와 기업 시스템의 전반

적인 이익창출이다. 

상공회의소는 중부 이탈리아와 토스카나 남

부에 위치한 시에나와 그 주변 도시들을 배

경으로 하는 기업들을 장려하고 관리하고 지

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상공회의소 본사는

시에나 안에 위치하며, 해당 지역 기업들에

한 기능과 사무를 쉽게 분산시키기 위해

본사에서 떨어진 곳에 지사를 세워 두 개의

사무실로 운 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활동하는 지역 경제 시스템은

수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제

3차 서비스와 관광 역, 와인, 올리브유와

DOP와 IGP제품 같은 휼륭한 농산품 역

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수공업도 예술 감

각이 뛰어난 제품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에나 인근 지방에는 략 3만개의 기업들

이 있는데, 이 기업들 중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탈리아 경제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기본 구조이다. 

시에나 상공회의소는 일련의 사무들을 제공

하는데, 특히 다음의 사무들이 그 안에 포함

되어 있다. 

■ 기업 형성을 장려하고, 이윤 창출, 신용

유도, 사업자금 조달, 기술혁신, 과학기술 이

전,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의 확

산과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와 지역 자원의

가치 향상을 장려한다. 

■ 시에나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참여하고,

해당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

련의 프로모션 행사(전시회, 무역 사절단, 워

크샵, 비즈니스 미팅 및 여행 등을 기획) 를

통한 국제화를 촉진하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범위의 해외 확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국제 전략의 정의를 모

색하기 위한 여러 업무 공정을 수행한다.

■ 모든 관리 활동들을(기업 등록, 증명서, 수

출 서류 승인, 면허와 상표등록 등) 행사하

고, 이탈리아 법에 따라 무역계약의 객관적

이고 공명정 한 규칙들을 장려하고 시장 규

정들을 활성화시킨다.

■ 토스카나 지방과 이탈리아 정부가 위임한

다른 직무들과 국제법에 의해 선정된 여러

직무들을 수행한다.

기업 시스템과 국제시장에서의 발전을 지원

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애나 상공

회의소는 프로모시에나(Societa Pro-

mosiena) 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상공회

의소 자체의 전략노선과 목표를 따른다. 

Address. Piazza Matteotti 30 - 53100 SIENA, ITALY  

TEL. +39 0577.20.25.11 FAX. +39 0577.27.09.81E-MAIL. cciaa@si.camcom.it  

WWeebbssiittee..www.si.camcom.it  Contact point. Mrs. Chiara Andrucci

시에나수공업및농업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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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Piazza della Vittoria 1, 86100, Campobasso(CB), ITALY 

Tel. +39 0874 4712 23 Fax. +39 0874 4156 74  E-mail. unioncamere.molise@cb.camcom.it  

Web site. mol.camcom.it  Contact point. Mrs. Tiziana Pietrangelo

…… 본 협회는 깜뽀바쏘와 이세르니아 지

역에서 두 개의 상공회의소를 운 하고 있는

몰리제 상공회의소의 지방 협회로, 많은 지역

의사 결정권자들과 협력하고, 상공회의소들

사이의 긴 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적 역량의 강화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본 조직은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지역

경제, 생산 시스템의 이익 변인으로 인정받

고 있다. 

■ 본 조직의 임무

본 조직의 임무는 지역 기업 구조의 현 화와

로벌화를 목표로 하면서, 몰리제 지방의 경

제, 생산 분야의 질적인 개발과 성장을 장려

하는 것이다.

■ 주요 활동

∙조사, 검토, 연구, 책자 간행을 수행하고 장

려 : 특히 우니온카메레 몰리제는 상공회의소

의 흥미를 끌만한 통계적인 경제 특징을 조사

연구한다. 

연구는 인지력 있고, 해설적 성격을 띠며, 계

획안들을 포함한다. 이는 지역 생산 경제의

구체적 분야를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 

∙국제화, 관광, 농업 등의 분야에 한 이해

와 협회에 한 프로토콜을 입안하고 협약 동

의에 참여.

∙이탈리아 내와 해외에 위치한 상공회의소들

의 제도적이고 홍보적인 목표 구조 속에서 활

동하고 있는 주요부서들과 기구, 조직, 기업,

조합들에 참가. 

특별히 우니온카메레 몰리제는 지역 활동 그

룹, 농산품과 식품의 최상 품질 홍보 조합(몰

리제의 DOC 와인 홍보 협회, 트라투포 육류

조합),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산하 특별 사무국

들 (Uniontrasporti, Tecno-borsa,

Agroqualita 등)이 여기에 속한다.

∙몰리제 지방의 경제 발전과 국제화에 한

초기 지원 활동 :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해외 중소 생산업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

려한다. 

수출 활동에 필요한 여러 기술적인 원조와 정

보를 제공한다.

기업들을 위한 트레이닝 수업을 운 한다. 

해외 파견단을 받아들인다. 

무역업무, 사업 임무, 국제 회의, 위원회, 회견

등을 조직하고 참여하면서, 이탈리아와 해외

의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연구하며,

몰리제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회의소들을 총체

적으로 표한다.

몰리제 지역 전체에 관련된 상공회의소들의

활동과 업무들을 개발, 조정, 관리하는 네트워

크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 지역 기관들과 함께 지역 개발 프로젝

트를 조정하고 보조한다. 

∙유럽정보센터 EIC IT385 역할 : 유럽연합

에 관련된 정보들을 기업체에게 제공한다. 유

럽연합 입법 적용에 해 중소기업들에게 조

언한다. 국제시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들을 원조한다. 

유럽연합 자금 융자 신청을 돕는다. 

유럽연합의 주요 이슈들에 한 이해를 돕고

유럽연합 위원회 판촉 캠페인 참가를 도모하

기 위해 세미나 및 여러 행사들을 조직한다. 

∙법률과 규정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평가와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자체 화학연구실을 운

한다(혁신 품질 센터). 

우니온카메레몰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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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렌체 상공회의소 산하의 특별 사

무국으로 피렌체에 위치한 기업들의 발전,

창업, 해외 확장을 지원한다. 사업 역을 해

외로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

기 위해 1990년에 창설되었다. 

■ 프로모피렌체 : 유럽 정책에 한 정보,

EU 네트워크 설립, 프로그램 결정. 

■ 유로 인포 센터EIC IT 361 : 프로모피렌체

는 기업들에게 유러피안 정책들과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한 정보를 지원한다. 프로모

피렌체의 EIC IT 361은 이 프로젝트에 유럽

파트너의 참가를 높이고 이미 승인된 프로젝

트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제

공한다. 기업업무 행, 새로운 사업계획, 사

업과정의 개혁, 사업개혁 센터(BIC), 새 기업

서비스(SNI) BIC를 통해 기업 문화를 전파하

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기위한 기준 정보

센터로 활동한다. 또한 새로운 기업서비스를

통하여 위험 상황 발생을 비하고 성공적인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보조전문가를 두어

만약의 긴급상황에 해 비하고 있다.  

■ 프로모피렌체(ISO 9001:2000 인증기관)

의 임무

∙국제화(새로운 시장분석, 계획 통찰, 파트

너와 구매자의 조사) : 잠재력 있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전시회개최, 무역 시장에서의 신

생국가들에 한 조사를 통한 사절단 파견,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

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개별적인 시장조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프로모피렌체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있는 모스크바, 도쿄, 베이징, 봄베

이, 시카고, 브라질 상파울로와 리마 등지에

위치한 해외지사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 역 마 케 팅 은 웹 사 이 트 www.

firenzebusiness.it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데, 이 사이트의 목적은 지역 업체들을 후원

하고 자본을 획득함으로써 피렌체 지역 업체

들과 외국인 실무자들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펀딩(기업의 형성, 발전을 위한 자금 융자

의 기회를 주는 것) : 산업, 수공업, 농업, 서

비스분야, 관광, 무역, 농 기업, 농장 휴가,

환경, 에너지, 과학적 연구, 문화, 전문 교육

분야에 있어 자금 융자를 의뢰한 고객들을

도우며, 고객이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자금 규

모를 조정하는 일을 지원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e비즈니스와 중매체 커뮤니케이션)

기업 경쟁력 개선과 혁신적 전략 수립을 위

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중매체 프로젝트 기획을 돕

는다.

∙통신과 정보 교육(기업의 노하우를 확장하

기 위한 정보와 교육) : 정보제공에 한 다

양한 업무를 기획하는 공인 기관으로써 실제

로 프로모피렌체가 기획한 세미나들은 몇몇

시장에 한 최초의 교육이기도 했다. 세미

나를 통해 기업 노하우를 확장하기 위한 모

든 실행 수단들이 제공된다. 

∙쇼룸 (상품 소개와 전시) : 프로모피렌체의

전시 센터는 기업가들과 수공 전문가들의 작

품을 널리 알리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또한 많은 전시 공간을 임 할 수 있다. 

∙은행 : Monte dei Paschi di Siena,

Cassa di Risparmio di Firenze, Banca

Verde, Banca Toscana, MPS

Merchant 등과 같은 은행들부터 협력과 후

원을 받고 있다. 

Address. Via Por S.Maria Palazzo Borsa Merci 50122 FIRENZE, ITALY 

Tel. +39 055 2671 640 Fax. +39 055 2671 404  E-mail. promofirenze@promofirenze.com 

Web site. www.promofirenze.com  Contact point. Mr. Lorenzo Millo∙Mrs. Carina Pimenta

피렌체상공회의소특별사무국

PROMOFIRENZE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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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온카메레 라찌오는 지역 내 5개

상공회의소가 라찌오 지방, 공사, 상공회의

소 산하 협회 및 기관들과 협동하여 라찌오

지방 내의 지역 공사 및 조직의 종합적인 이

익을 창출해내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우니온카메레는 지역들의 지방 시스템을 지

원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이탈리아와

해외에서 라찌오 지방의 생산지역과 생산 시

스템을 홍보하고 원조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니온카메레

라찌오는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라

찌오 지방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탈리아

국내와 국외에서 새로운 홍보활동을 미리 준

비, 실행한 후 후속 점검에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며, 라찌오 지방 각각의 상공회의소들

과의 접한 협력 속에서, 해외시장에서 그

들이 지원한 홍보 이벤트들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또한 국내와 지방 수준의 해외

홍보 이벤트들을 개발할 수 있는 협회 관계

자들의 협력을 구한다.

프로모션 업무 분야의 주요 목표는 이탈리아

와 해외에서의 업무 및 무역 박람회를 조직

하고, 수출활동에 관련된 주요 문제에 한

기술적인 원조와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

고, 해외 파견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Address. Via dé Burró 147, 00186 Roma  Tel. +39 06 5208 2501 +39 06 5208 2504 +39 06 5208 2678  

Fax. +39 06 6785 516 E-mail. areaestero@unioncamerelazio.it  

Web site. www.unioncamerelazio.it  Contact point. Mrs. Flavia d'Auria

라찌오상공회의소지역연합

UNIONCAMERE DEL LAZIO

Sapori d’ Italia 
nel m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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