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Destination Montevideo

As the 2018 FIFA World Cup approaches, take a look back at the place where it all 
began: Montevideo, Uruguay, site of the first World Cup final and today home to 
some of South America’s most innovative food and fashion.

Uruguay, Updated

우루과이의 새 얼굴, 몬테비데오
2018년 월드컵을 앞두고 초대 개최국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구 경기장에 

쏠렸던 부흥의 기운을 바탕으로 미식과 패션의 중심지로 발전을 거듭해 온 도시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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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민자가 남미로 

몰려들었다. 그보다는 적지만 프랑스, 독일, 아르메니아,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낯선 땅으로 이주했다. 

이민자의 물결과 함께 실려 온 다채로운 문화 역시 토착화 과정을 

거쳐 특별한 흔적을 남겼다. 

탱고만 봐도 그렇다. 음악은 물론이고 춤까지 포함하는 이 

예술은 항구 근처의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발전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인 ‘팔라시오 살보’도 마찬가지다. 

등대를 얹고 있는 우아한 이 건물은 1928년 이탈리아의 건축가 

마리오 팔란티가 건설했다. 그런가 하면 1921년에 조성된, 

화려하면서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호텔 카라스코’를 

설계한 이도 프랑스에서 수학한 건축가들이다. 한때 우루과이 

상류층의 휴가지로 명성을 날리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성채 

같은 건물의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주인들이 버려두는 

바람에 빈집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호텔 리조트 체인 

소피텔이 인수한 후 말끔하게 재단장을 마치고, 2013년 ‘소피텔 

몬테비데오 카지노 카라스코 앤드 스파’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이 호텔의 복원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몬테비데오 자체가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유럽 

이민자의 행렬에 실려 온 문화의 영향력이 컸다면 최근에는 젊은 

사업가들의 뜨거운 실험장으로 변모했다. “10년 전부터 우루과이 

Germany, Armenia, Poland and Russia — poured into 

South America. And while Uruguay wasn’t a brand-new 

country, it was new enough for these immigrants and their 

cultural traditions to make an indelible impression.

Take tango, for instance. The art form — both the music 

and the dance that grew alongside it — developed in the 

working-class immigrant neighborhoods around the port. 

Or Palacio Salvo, one of the Uruguayan capital’s most 

striking landmarks; its elegant lighthouse-topped tower 

was built by the Italian architect Mario Palanti in 1928.

Then there’s the glamorous old Hotel Carrasco, an 

opulent hotel designed by French-trained architects. 

Inaugurated in 1921, it was a magnet for sophisticated 

Uruguayan vacationers in its heyday. But decades later, 

when the castle-like building became too difficult to 

maintain, the owners abandoned it. And there it sat, grand 

but empty, until Sofitel reopened it as the glittering Sofitel 

Montevideo Casino Carrasco and Spa in 2013.

The restoration was symbolic. Montevideo is 

constantly being reborn, whether through the influence 

of immigrants or, more recently, young entrepreneurs. 

Next year, the entire world will have the same recurring 

dream, one that returns exactly every four years. Each 

time it’s the same — a graceful flick of a heel, a ball kissing 

a net, a golden trophy raised aloft. Only the color of the 

shirt changes. In 2018, it’s Russia that will be the venue for 

these World Cup dreams, but they first invaded the world’s 

consciousness in Uruguay.

Montevideo’s Estadio Centenario was built to host 

the first World Cup, in 1930. FIFA had only bestowed the 

honor on Uruguay the year before, leaving organizers with 

little time to provide a suitable venue. But thanks to the 

efforts of countless new immigrants eager for jobs,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about nine months.

Indeed, it was that same immigrant population that 

shaped Montevideo as we know it today. Like Buenos 

Aires, across the Río de la Plata, Montevideo is a port city.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mmigrants from 

Spain and Italy — and, in smaller numbers, from France, 

내년이면 전 세계가 4년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황홀한 

꿈속으로 또다시 빠져든다. 우아한 발놀림, 그물을 출렁이며 

시원하게 꽂히는 공, 하늘 높이 들어 올리는 황금빛 트로피까지, 

꿈의 장면은 늘 변함이 없다. 유니폼 색깔만 다를 뿐이다. 2018년 

월드컵 개최국은 러시아지만, 이러한 꿈이 전 세계 축구 애호가의 

의식에 자리 잡기 시작한 출발점은 우루과이였다.

세계 최고의 경기장 중 하나로 꼽히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 있는 ‘에스타디오 센테나리오’ 스타디움은  

1930년 제1회 축구 월드컵 때 건설되었다. 국제 축구 연맹이 

겨우 1년을 앞두고 우루과이를 월드컵 개최국으로 지정한 탓에 

당시 조직 위원회는 경기장을 비롯해 관련 시설을 확보할 시간이 

빠듯했지만, 다행히 경기장은 단 9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20세기 

인류의 새로운 축제가 제공한 일자리를 찾아 우루과이로 넘어온 

수많은 일꾼이 대거 투입된 덕분이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몬테비데오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그 이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라플라타강을 가로질러 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처럼 

몬테비데오도 항구 도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유서 깊은 ‘호텔 카라스코’는 ‘소피텔 몬테비데오 카지노 카라스코 앤드 스파’로 

재단장했다(왼쪽 페이지). ‘에스타디오 센테나리오’ 스타디움에 위치한 축구 

박물관(아래, 오른쪽). 제1회 월드컵 개최국 우루과이는 초대 우승국이기도 하다. 

The old Hotel Carrasco, now the Sofitel Montevideo Casino Carrasco 
and Spa, opened in 1921 (opposite). The Museo del Fútbol at the 
Estadio Centenario (below, right). Uruguay not only hosted the first 
World Cup, in 1930, but also won the champ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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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콩과 

곡물, 가축 등과 관련한  

농·축산업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요.” 음식과 와인 칼럼니스트이자 

우루과이 미식 협회 회장을 맡은 마르셀라 바루치의 말이다.   

“이런 성장세가 새로운 창업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패션과 요리, 관광 분야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바루치는 몬테비데오 요리 혁신의 원동력으로 경제 부침을 

꼽는다. “2002년 우루과이가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많은 젊은이가 해외로 떠났습니다. 특히 유럽으로 가는 이들이 

많았죠. 그러다 유럽이 금융 위기에 처하자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의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일 주방을 아예 꾸리자고 

결심한 거죠. 바로 이들이 몬테비데오 요식업의 혁신을 일군 

주인공들이에요. 지난 10년 사이 우루과이에 터를 잡은 전 

“Uruguay has experienced a decade of strong economic 

growth,” says Marcela Baruch, a food and wine journalist 

and president of the Asociación Gastronómica del Uruguay 

(Gastronomic Association of Uruguay.) “This growth led 

to the opening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especially 

linked to fashion, gastronomy and tourism.”

Baruch points to the fluctuating economy as a shaping 

force in today’s culinary innovation. “In 2002, Uruguay 

experienced a deep economic crisis that led many young 

people to emigrate, mainly to Europe,” she says. “Then 

Europe had its own financial crisis. And those Uruguayans 

who were working in the kitchens of Spanish, Italian and 

French restaurants decided to bet on their home country, 

to return to Uruguay and open their own culinary spaces. 

Along with the influx of chefs who’ve come here in the past 

decade from all over the world, they’re the ones who’ve 

changed the gastronomic scene of the city.”

That changing scene, Baruch says, is characterized 

몬테비데오의 대표 커피 전문점 ‘라 파르마시아’(왼쪽 페이지 왼쪽, 오른쪽). 

재활용 유리 공장에 자리 잡은 공동 작업 공간 ‘시네르히아 디자인’(위).

La Farmacia café is part of a burgeoning specialty coffee scene in 
Montevideo (opposite left, right). Sinergia Design is a creative co-
working space housed in a former glass factory (above).

세계의 셰프들과 함께 말이죠.” 바루치의 말이다.

그녀는 현재 이 도시의 미식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트렌드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적은 양의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스페인 스타일의 유행이다. ‘캔디 바’

와 ‘톨레도 바 데 타파스’ 같은 유명 맛집에서 선보이는 메뉴다.  

두 번째는 우루과이 전통 음식을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다. 

렌틸콩 스튜 ‘기소 데 렌테하스’나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일종의 커틀릿인 ‘밀라네사’, 그리고 고기구이 ‘아사도 알 오르노’ 

등 가정에서 흔히 먹는 평범한 요리가 주목받고 있다.  

“‘인미그란테스’와 ‘신 프레텐시오네스’ 같은 레스토랑이 이런 

흐름을 선도하고 있어요. 이제 관광객도 우루과이 사람들의 

집밥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바루치의 말이다. 

by a few key trends. One is the popularity of Spanish-

style small plates, on offer at hot spots like Candy Bar 

and Toledo Bar de Tapas. Another is the reimagining of 

traditional Uruguayan dishes typically served in the home, 

like guiso de lentejas (lentil stew), milanesa (breaded 

fillet) and asado al horno (roasted beef). “This concept 

is a specialty at restaurants like Inmigrantes and Sin 

Pretensiones,” Baruch says. “And it allows tourists to 

experience how Uruguayan people eat at home.”

Among Baruch’s personal favorites? For lunch, 

she likes Jacinto, an eatery headed by Lucía Soria, 

an Argentinian-born chef who trained under Francis 

Mallmann before settling in Uruguay, and Escaramuza 

Libros y Café, a stylish bookshop-cum-café. Baruch is also 

excited about the burgeoning specialty coffee scene at 

venues like La Madriguera Café and La Farmacia. “In 2017, 

more than five new coffee places are opening,” she says. 

“This city is small, so that’s a lot.”

Montevideo
Candy Bar

Jacinto

Toledo Bar de Tapas Palacio Salvo

Sin Pretensiones Escaramuza Libros y Café

Inmigrantes

Estadio CentenarioSinergia Design

Atlanta

URUGUAY
Monte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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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재발견 파야레스는 해외 수입 브랜드의 옷이나 인테리어 

소품보다 국산 제품을 찾는 의식 있는 소비자의 증가가 이러한 

변화에 한몫했다고 말한다. 그와 함께 앞으로 우루과이산 

재료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재능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가 현지 

디자이너의 과제라고도 덧붙였다. 마르셀라 바루치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몬테비데오 미식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루과이만의 것에 내포된 가치의 재발견과 

창의적인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스토랑 주방이나 디자이너 스튜디오에서든, 혹은 

웅장하고 유서 깊은 호텔의 재단장 과정에서든, 세계적인 축구 

경기장에서든,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활기 넘치는 몬테비데오의 

문화계를 이끄는 힘은 두 가지다. 우루과이와 우루과이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과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이며, 이와 더불어 

진화를 멈추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열망이다. 마르셀라 바루치의 

말을 빌리면 결국 관건은 ‘최고의 현지 재료를 찾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몬테비데오의 요식업계뿐 아니라 

스포츠 업계와 디자인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뜨거운 

화두일 것이다.  글 브리짓 글리슨 사진 하비에르 피에리니 

handmade products instead of imported clothing or home 

decor. Moving forward, she thinks that the challenge for 

designers will be to showcase the value of Uruguayan 

materials and creative talent. It’s a sentiment Baruch 

shares. “There are several food trends in Montevideo 

that we could talk about,” she says. “But they all have 

one important thing in common: they’re grounded in a 

revaluation of our national products.”

Whether in a restaurant kitchen or a designer’s studio, 

inside the renovation of a grand old hotel or on the pitch 

at one of the world’s classic stadiums, Montevideo’s 

buzzing cultural landscape is driven by two factors: a deep 

appreciation for Uruguay, its people and its past, and a 

constant ambition to keep evolving. To quote Baruch, it’s 

all about “searching for the best local ingredients, then 

making the most of them” — an approach that applies just 

as well to sports and design as it does to the restaurant 

scene.  By Bridget Gleeson Photographs by Javier Pierini

LOCAL INGREDIENTS Similar innovations are happening 

in the city’s art and design scene. According to Gabriela 

Pallares, director of the design portal Ministerio de 

Diseño (Ministry of Design), this is a key moment for 

young creatives. “Montevideo has a certain effervescence 

right now in terms of design, particularly as a result of 

millennials graduating from fashion or design schools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she says. “They’re renovating 

the classic local scene.”

Perhaps the most effervescent point of interaction is 

Sinergia Design, a creative co-working space housed in a 

recycled glass factory. Among the designers working there 

is Margo Baridon, a Montevideo-born fashion designer 

whose pieces are all produced by hand in Uruguay. Hers 

is one of several collections that Pallares admires, along 

with the jewelry made by designer Adriana Guelfi Herrera 

and the sustainable fashion produced at Estudio Null. And 

for leather goods, a Uruguayan tradition, she likes the 

modern designs at Mocca Studio.

Their success, Pallares points out, depends in part 

on the growth of conscious consumers who want to buy 

그렇다면 그녀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어디일까? 

아르헨티나 출신의 루시아 소리아가 총주방장으로 있는 ‘하신토’

는 그녀가 종종 점심을 먹기 위해 찾는 식당이며, 서점과 카페를 

겸하는 ‘에스카라무사 리브로스 이 카페’도 즐겨 찾는다. 또한,   

‘라 마드리게라 카페’와 ‘라 파르마시아’ 같은 커피 전문점에 대한 

기대도 크다. “2017년에 새로 문을 연 커피숍이 5개가 넘어요. 이 

작은 도시에서 그 정도면 정말 많은 거랍니다.”

도시의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디자인 포털 ‘미니스테리오 데 디세뇨’의 디렉터인 가브리엘라 

파야레스는 젊고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지금이 호기라고 말했다. 

“몬테비데오의 디자인 부문에서 상당한 활기가 느껴집니다. 

패션이나 디자인 학교를 졸업한 밀레니얼 세대의 상호 교류가 

이끈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뚜렷한 예가 재활용 유리 공장 

건물에 자리한 창의적인 공동 작업 공간 ‘시네르히아 디자인’이다. 

그녀는 이곳에 입주한 디자이너 중 모든 과정을 우루과이에서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몬테비데오 토박이 패션 

디자이너 마르고 바리돈의 컬렉션과 더불어 아드리아나 겔피 

에레라의 보석 제품과 에스투디오 누에서 제작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특별히 높게 평가했다. 또한, 우루과이의  

전통적인 특산품인 가죽 제품으로 꾸민 모카 스튜디오의  

현대적 디자인을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시네르히아 디자인’의 의류 판매장(왼쪽). 거리에서 예술가들이 설치 미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아래). 도시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는 ‘팔라시오 살보’. 1928년 

이탈리아 건축가 마리오 팔란티가 건설했다(오른쪽 페이지).

Clothing for sale at Sinergia Design (left). Artists at work on a 
street installation (below). Palacio Salvo, with its soaring tower, is 
Montevideo’s most striking landmark. The structure was built by the 
Italian architect Mario Palanti in 1928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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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guay didn’t just host the 

inaugural FIFA World Cup; 

it won the championship. 

The stage had been set at 

the 1928 Summer Olympics 

in Amsterdam, where the 

Uruguayan national team 

defeated Argentina to earn the 

gold medal. The following May, 

Uruguay was selected to host 

the first World Cup. Thirteen 

teams participated, with the 

Estadio Centenario serving as 

the venue for the bulk of the 

tournament’s matches. The 

final between Argentina and the 

host country was played in front 

of nearly 70,000 people and 

ended in a decisive 4–2 victory 

for Uruguay. It was a golden 

age of fútbol for the country 

and the start of a long and 

proud tradition. The Uruguayan 

national team has won 15 titles 

in the Copa América, the South 

American championships, not 

to mention a second World Cup 

title in 1950, defeating Brazil 2–1 

in the final. Alcides Ghiggia, who 

scored the second goal, is still 

remembered as one of the best 

players in Uruguayan history. 

Another standout from the era 

was Juan Alberto Schiaffino, 

who played alongside Ghiggia 

in the 1950 World Cup before 

emigrating to Italy and playing 

for the Italian national team. In 

the 1980s and ’90s, Uruguayan 

legend Enzo Francescoli, 

nicknamed “the Prince,” 

enjoyed an impressive 15-year 

career, leading his country to 

the title in three of the five Copa 

Américas he played in. In more 

recent years, Diego Forlán 

shone at the 2010 World Cup, 

while current star striker Luis 

Suárez — as controversial as 

he is clinical — is Uruguay’s all-

time leading scorer.

Fútbol Heritage
축구는 우루과이 사람들이 특히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적인 스포츠다. 애칭 ‘라 셀레스테’로 불리는 

축구 국가 대표 팀은 이 나라 국민의 자긍심이다.

Fútbol (soccer) is a beloved national pastime in Uruguay, and La Celeste,   
as the national team is nicknamed, is a source of great pride.

Special Destination    Guidebook

Whether you’re talking about 

food or fashion, it’s hard to 

top a classic. Take the chivito, 

Uruguay’s national sandwich. 

It’s perennially popular for a 

reason. At traditional eateries 

like Tinkal Bar, it’s a monster-

sized, over-the-top sandwich 

piled high with steak, cheese, 

bacon, tomatoes, lettuce 

and a fried egg. But change 

is underway, too. Elsewhere 

in town, youthful chefs are 

updating the concept. At 

the modern sandwich shop 

Futuro Refuerzos, everything 

on the menu is made with 

locally sourced meats and 

bread baked in-house. The 

same concept holds true for 

Montevideo’s shopping scene. 

Traditional Uruguayan artisans 

have long worked in leather, 

silver and wool. Manos del 

Uruguay, with several locations 

in Montevideo, is the perfect 

place to pick up a woven poncho 

you can feel good about. The 

nonprofit organization has been 

employing female artis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for 

almost 50 years. If you’re 

looking for something with a 

modern edge, try celebrated 

designer Matilde Pacheco’s 

Mocca Studio for leather goods, 

from slouchy suede backpacks 

to sophisticated clutches. For 

jewelry, there’s Adriana Guelfi 

Herrera’s nature-inspired 

line. Finally, blurring the line 

between things to eat or drink 

and souvenirs to take home is 

the great Uruguayan pastime 

of drinking maté. Virtually 

anywhere in Montevideo you can 

pick up a traditional maté gourd 

and bombilla straw, plus yerba 

maté leaves to steep with hot 

water. It’s a must-try tradition 

and a unique souvenir.

Dining and Shopping
스테이크 샌드위치부터 가죽 가방, 그리고 마테차에 이르기까지,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는 

먹고 마시고 쇼핑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From steak sandwiches to leather bags and maté gourds, there’s plenty to eat, 
drink and buy in the Uruguayan capital.

우루과이는 단지 축구 월드컵의 

초대 개최국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적인 첫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으니까. 1930년 우루과이가 

처음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 

역사적인 영예의 계기는 우루과이 

국가 대표 팀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이었다. 

우루과이는 개최국 선정 직후 

착공한 ‘에스타디오 센테나리오’ 

스타디움에서 1930년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월드컵 

본선 경기를 진행했다. 당시 

월드컵에 참가한 나라는 총 

13개국.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미국이 

4강에 진출했으며, 7만 명에 가까운 

관중이 운집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결승전에서 우루과이가 

4 대 2로 승리를 거뒀다. 이는 

우루과이 축구의 황금기이자 

지금까지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전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 대표 팀은 1950년 제4회 

월드컵에서도 브라질을 2 대 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고, 남미 

대륙 선수권인 ‘코파 아메리카’에서 

열다섯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두 번째 월드컵 결승전에서 두 

번째 골을 넣은 알시데스 기히아는 

지금도 우루과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추앙받고 있다. 당시 

그와 함께 뛰었던 후안 알베르토 

스치아피노는 이탈리아로 넘어가 

이탈리아 대표 팀에서 활약했다. 

최근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는 

선수를 꼽자면 2010년 월드컵에서 

뛰었던 디에고 포를란과 현재 

우루과이 역사상 최고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다.

음식이나 패션에서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을 능가하기란 

쉽지 않다. 우루과이의 국민 

샌드위치로 통하는 유명한 

‘치비토’가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음식 칼럼니스트인 마르셀라 

바루치가 치비토를 맛볼 최고의 

식당으로 꼽는 유서 깊은 ‘팅칼 

바’는 스테이크와 치즈, 베이컨, 

토마토, 양상추와 달걀프라이를 

산처럼 쌓아 올린 거대한 크기의 

샌드위치를 선보인다. 한편 젊은 

주방장들은 여기에 신선한 변화를 

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푸투로 

레푸에르소스’에서는 오로지 

현지에서 생산된 고기와 매장에서 

직접 구운 빵으로만 샌드위치를 

만든다. 쇼핑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우루과이의 

공예가들은 오랜 세월 가죽과 

은, 그리고 울을 소재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마노스 델 

우루과이’는 지난 50년 가까이 

우루과이 전역에서 여성 장인을 

고용해 판초를 만들어 판매해 온 

비영리 단체로 마음에 드는 판초를 

사기에 완벽하다. 가브리엘라 

파야레스가 추천하는 모카 

스튜디오는 스웨이드 배낭부터 

세련된 클러치까지 다양한 가죽 

제품을 갖추고 있다. 아드리아나 

겔피 에레라의 소박하면서도 정교한 

보석 제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영양가 넘치는 음료 

마테차를 빼놓을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몬테비데오 어디에서든 

조롱박 같은 통에 담아서 대나무 

혹은 금속으로 된 빨대 ‘봄비야’를 

꽂아 주는 마테차를 마실 수 

있다. 집에 돌아갈 때 챙겨 가면 

기념품으로 더할 나위 없다.

위대한 유산이자 국민적 자긍심 

20세기 축구사의 첫 장을 장식한 나라

환상적인 미식과 쇼핑의 세계

즐길 거리 가득한 도시 몬테비데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