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세계슬로푸드페스티벌 
Terra Madre Salone del Gusto 2016 

- 처음으로 토리노 도시 전역에서 펼쳐지다 - 

 
이탈리아 토리노, 9월 22일 ~ 26일 

 

20년만에 처음으로 세계슬로푸드페스티벌이 

완전히 탈바꿈하여, 링고토의 파빌리온 전시장을 벗어나 

토리노 중심에서 펼쳐집니다. 
 



행사연혁  

Salone del Gusto 는 소규모 음식 생산자와 질 높

은 음식을 위한 쇼케이스로 시작되었다. 

 

Salone del Gusto 가 Terra Madre와 함께 개최되

었다. Terra Madre 는 수많은 음식공동체, 요리사, 

전문가, 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는 기회를 제공

한다. 

 

Salone del Gusto와 Terra Madre가 단일 이벤트

로 결합한다. 전세계 모든 대륙에 생명다양성을 역

설하기 위해서였다. 

 

2016 Terra Madre Salone del Gusto는 이러한 

특별한 여정의 유산을 이어받아 처음으로 토리노 전

역에서 개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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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부터 9월 22일 목요일 까지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 2016은  

이전과 달리 한달 일찍, 이른 가을에 개최됩니다. 



 
장 소 

 

처음으로 야외에서 개최 
 

개최의 중심지는 포강 언덕의 발렌티노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녹색의 잔디와 수백

년 된 나무들로 수려할 뿐만 아니라 베노리아 왕궁, 팔라초레알레, 카리냐노 극장, 

치르콜로 데이 레토리 등 도시의 다양한 역사적 명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소 

 

발렌티노 공원 & 보르고 델 메디오에발레 



 
장 소 

 

카리냐노 극장 



 
장 소 

 

베나리아 왕궁 



 
무료 입장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 는 파빌리온의 물리적 장벽과  

입장료라는 경제적 장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무료 입장을 통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음식을 발견하고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사랑하라  

Love the Earth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는 

 ‘땅에 대한 사랑 Love the Earth’ 

을 주제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이 지구 행성을 돌보는 사람들,  

즉 농부, 목부, 음식장인 그리고 어부들의 존엄성과 역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존중과 열정으로 경작, 수확, 가공, 조리된 음식의 맛과 

기쁨 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땅을 사랑하라  

Love the Earth 

 

행사의 주제인 “땅을 사랑하라”는 또한 행동의 촉구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기술을 다시 배우고, 텃밭을 다시 시작하며,  

매일매일 음식을 의식하면서 사려깊게 선택하고,  

땅을 존중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바로 

미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즐거운 느린 혁명입니다. 



 

 
발견과 쇼핑  

Discovering and shopping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의 중심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온 수천명의 소규모 음식 생산자들,  

수십만명의 방문객들 그리고 5대륙의 뛰어난 미식학적 다양성으로 

전시된 전시품이 만나는 곳입니다.  

장인, 농부, 목부, 어부, 떼라마드레 요리사는 물론 슬로푸드 프레시디아 생산자

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맛보고 생산품을 구입하는 

 슬로푸드 시장은 발렌티노 공원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는 ……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는 

 

발견과 학습 

Discovering and learning 

 

맛 배움터 Taste Workshops 

생산자와 요리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통해 깨닫기 위한 프로그램 

맛 학교 The Taste School 

가족, 어린이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의 장 

강좌  Lectures 

선도적인 지식인과 장인들이 경제, 농업 뿐만 아니라 건축, 영화, 음악, 사진 등으로 

서로의 연관성을 탐구하면서 행사 주제인 “땅을 사랑하라”에 관한 해석을 경험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는 ……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는 

 

맛있는 즐거움과 함께 가치를 더하는 일  

Adding value through the pleasure of taste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는 전세계에서 온 슬로푸드 요리사들이 제공하는  

요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정한 500종의 와인, 수제맥주 그리고 거리음식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는 ……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는 

 
음식, 소농들의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식량정책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는 지금까지와 같이 놀라운 수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행

사가 될 것입니다.  

2014년에는 방문객 22만명, 300개의 슬로푸드 프레시디아를 포함, 120개국에서 

1340 부스가 참여하였습니다. 5대륙 160개국에서 1500여개의 음식공동체가 성인들

과 어린이들을 위한 400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했습니다. 77개국에서 2000여 신문, 

잡지 및 언론이 참가하였고 전세계 600여명의 요리사와 1000여명의 무역전문가 

(구매, 마케팅, 세일즈매니저, 전문음식점 대표, 레스토랑, 와인바 등등)가 참여하였고, 인

터넷 사이트 방문수는 200만건, 페이스북 페이지 뷰는 1200만 건에 달했습니다.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 

 
행사를 도시 전역 야외에서 연다는 것은 방문객이 증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상방문객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문의  

2016세계슬로푸드페스티벌 – 떼라마드레 살로네델구스토에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slowfoodkore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