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사랑, 와인. 이 세 가지가

experience

The Heart of Romance in Verona

Due Torri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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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나 낭만의 중심, 두에 토리 호텔

“Music, love, and wine — these three
things are everything in Verona” —
that’s the first thing I heard from the
Due Torri Hotel’s PR manager. And it
is true. In this city that sets the story
of Romeo and Juliet, a dreamlike
open-air opera festival takes place on
midsummer nights, delicious wine is
everywhere, and romance blossoms
on every street. And Due Torri is the
perfect hotel for enjoying it all.
Located at the heart of Verona
and facing the Sant’Anastasia
Church, the Due Torri Hotel preserves
all the historic beauty of its 14thcentury building. Originally an
aristocratic residence, the building
was first turned into a hotel in 1674.
After that, it went through various
changes before firming its present
identity as the Due Torri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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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its long history, many
famous people have stayed here:
Mozart, Goethe, and even Italy’s
hero, Giuseppe Garibaldi, once made
a speech from the hotel’s balcony.
The hotel’s interior is full of
aristocratic, antique charm. The
guest room interiors preserve their
classy Empire style furnishings, with
each room showing slight variations.
My heart was captivated by the
beautiful antique accessories, the
Murano glass chandeliers, and
above all, the bathroom finished in
Verona’s local pink marble. Besides
the guest rooms, the perfectly
preserved original frescoes in the
lounge and meeting rooms keep the
history of the hotel and the city alive.
The highlight of the hotel is surely
the Panoramic Terrace on the
rooftop. As its name implies, from
here you can admire breathtaking
panoramic views over Verona while
enjoying a tasty meal with wine.
I was thrilled to find such a gem of a
place to enjoy romantic Verona on
a starlit night.
Due Torri Hotel is a member of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the
world’s oldest consortium of luxury
hotels. (lhw.com)

베로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두에 토리 호텔 홍보 담당자가 제일
먼저 건넨 말이다. 정말 그랬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품은
이 도시는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야외
오페라 축제가 펼쳐지고, 맛 좋은
와인이 널려 있고, 거리마다 낭만이
피어난다. 그리고 두에 토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기에 최고의 호텔이다.
베로나 중심, 아름다운 아나스타샤
대성당과 마주한 두에 토리 호텔은
14세기에 지은 건물의 고풍스러운
면모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귀족의
저택이 처음 호텔로 변모한 건 1674년.
이후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두에
토리 호텔로 다시 제 쓸모를 찾게
되었다. 모차르트, 괴테가 묵었음은
물론이고 이탈리아의 영웅 주세페
가리발디는 이 호텔 발코니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호텔 내부는 귀족적인 고전미로
가득하다. 고풍스러운 엠파이어 양식을
그대로 적용한 객실은 방마다
인테리어에 조금씩 변화를 줬다.
아름다운 앤티크 소품과 무라노 글라스
샹들리에, 그리고 베로나산 핑크빛
대리석을 사용한 욕실이 마음을 잡아
끈다. 객실뿐 아니라 로비 라운지, 미팅
룸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오리지널 프레스코화는 호텔과 도시의
역사가 살아 숨 쉬게 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루프톱의
‘파노라믹 테라스’다. 베로나의 절경을
파노라믹 전경으로 감상하며 맛있는
식사와 와인을 즐길 수 있다. 베로나의
밤, 별빛 아래서 낭만을 속삭일 보석
같은 장소를 발견했다.
두에 토리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럭셔리 독립 호텔 연합 ‘더 리딩 호텔스
오브 더 월드’ 회원사다. (lh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