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산타 크로체지구 

휴식 공간 

자르디노 파파도폴리

로마 광장과 산타 루치아 기차역 사이의 전략적 위치에 자리 잡은 공원이며 약 7,500㎡ 면적의 울타리를 친 영역입니다. 
벤치, 휴지통 및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고, 두 개의 터미널 부근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가
가 있습니다.  수십 미터 거리에 베리타스 공중 화장실 2 번(로마 광장)이 있고 캄파초 트레 폰티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분수가 있습니다.

부근의 흥미로운 장소
- 톨렌티니 성당 

- IUAV 대학 

- 산 시메온 피콜로 성당 

- 델리 스칼치 성당 

- 신비로운 카르멜리타니 스칼치 정원 

- 노메 디 제수 데타 디 산타 키아라 성당 

부근의 터미널
- 피플 무버
- 로마 광장 - 대중교통 버스 터미널
- 산타 루치아 기차역
- 주차장 및 정차지

도로 및 수상 대중 교통
로마 광장의 터미널에서 베네치아 본토 방향으로 가는 버스 및 트램이 출발합니다.
걸어서 몇 분만에 Actv(수상 버스) 정박지에 도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그란데 운하와 주데카 운하 및 순환 노선을 
포함한 모든 방향과 목적지로 가는 주요 대중 수상교통 라인이 출발합니다.

화장실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로마 광장, 칼레 코세티 456/a에 위치한 화장실 2번)
개방 시간: 오전 8시 - 저녁 9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기저귀 교환 시설

관광 정보
로마 광장의 시립 주차장에 위치한 관광 정보 및 환영 센터
개방 시간: 오전 7 시 30 분 - 저녁 8 시 30 분

거리
산 마르코 광장에서 로마 광장까지
수상버스:  산 자케리아 - 로마 광장: 5.2번 (22분), 4.2번 (26분), 1번 (49분), 2번 (38분).
도보:  약 45분 



리알토에서 로마광장까지
수상버스:  리알토 - 로마 광장: 2번 (15분). 1번 (22분).
도보: 약 30분

산 마르코 광장에서 기차역까지
수상버스:  산 자케리아 - 기차역: 5.2번 (28분), 1번 (46분), 2번 (34분), 4.2번 (32분).
도보:  약 35분 

리알토에서 기차역까지
수상버스: 리알토 - 기차역: 1번 (19분), 2번 (11분).
도보: 약 20분 

기차역에서 로마광장까지
수상버스: 기차역 - 로마 광장: 1번 (3분) - 2번 (4분)
도보:  약 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