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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은 모던한 스타일의 가구와
앤티크 가구를 섞어 고급스럽게 꾸몄으며,
높은 층고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

19세기에 지은 세관 건물을 레노베이션해
부티크 호텔로 탈바꿈시킨 더 핑코프스.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규모 파티를 열 수 있는 프라이빗 룸.
야외 식사 공간과 테라스로 연결되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피츠제럴드는
모던 프렌치 퀴진을 선보이며,
특히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

THE PINCOFFS
주소

부티크 호텔 더 핑코프스는 규모는 작으나,

왔다. 로데베이크 핑코프스는 로테르담이

더 핑코프스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역사적 특별함을 자

세계적 무역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족적을

랑하는 곳이다. 호텔 오너인 카런 하메를링

남겼지만, 한편으론 당대 최고의 사기꾼으

Stieltjesstraat 34, 3071 JX

크(Karen Hamerlynck)와 에드빈 판데

로도 평가받는 인물이다. 더 핑코프스는

Rotterdam, Netherlands

르메이더(Edwin van der Meijde) 부부

시내 중심가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전화

31 10 297 4500

홈페이지

www.hotelpincoffs.nl

주소
영업시간

피츠제럴드는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스

피츠제럴드

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Gelderseplein 49, 3011 WZ,

“넘침은 나쁘지만 샴페인만큼은 예외”라고

Rotterdam, Netherlands

말한 데서 영감을 받아 전 세계의 모든 산지

화~금요일

에서 나는 와인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름을 딴 레스토랑이다. 피츠제럴드가

는 ‘역사적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겠다는

자리하나, 호텔 앞에서 수상 택시를 이용

꿈을 이루고자 더 핑코프스를 오픈했다.

하면 5분 이내에 다다를 수 있다. 트렌디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의 공사

카페와 바, 레스토랑이 즐비한 자위트홀란

토요일

음 미쉐린 1스타를 얻었고, 올해도 1스타

끝에 19세기에 지은 세관 건물을 부티크

트와도 가까워 쇼핑과 관광을 즐기기 좋다.

Dinner 18:00~21:00

를 유지했다. 피츠제럴드는 모던한 실내 인

호텔로 탈바꿈시켰다.

총 17개의 객실을 제공하며, 무채색 인테

※ 일·월요일 휴무

테리어로도 인기가 높다. 레스토랑 한쪽에

리어와 높은 층고가 정갈하고 세련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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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ZGERALD

Lunch 12:00~14:00
Dinner 18:00~21:00

전화

31 10 268 7010

홈페이지

www.restaurantfitzgerald.com

모던 프렌치 퀴진을 선보이며 2017년에 처

마련한 칵테일 바와 프라이빗 룸이 특히 매

호텔 이름은 19세기 로테르담의 유명한 사

을 준다. ‘지속 가능한 호텔’을 콘셉트로 오

업가이자 무역인이었던 로데베이크 핑코프

가닉 푸드를 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운

지 식사가 가능하며, 네 가지 또는 일곱 가

스(Lodewijk Pincoffs)의 이름에서 따

영하는 등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 코스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력적이다. 프라이빗 룸에서는 최대 28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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