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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출발, 나파 밸리 도착			

2시간 3분/107km

캘리포니아주 나파 밸리 출발, 레딩 도착			

2시간 47분/284km

오리건주 로그 밸리 출발, 유진 도착			

2시간 31분/262km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도착		

2시간 48분/185km

캘리포니아주 레딩 출발, 오리건주 로그 밸리 도착			
오리건주 유진 출발, 윌라멧 밸리 도착			
오리건주 윌라멧 밸리 출발, 포틀랜드 도착			

2시간 33분/257km

1시간 5분/107km
54분/76km

샌프란시스코 페인티드 레이디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출발, 나파 밸리 도착
1일 차

2시간 3분/107km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나파 밸리까지 짧은 드
라이브를 즐겨보세요. 가는 도중 유명한 금문교(Golden Gate
Bridge)를 지나게 됩니다. 잠시 멈춰서 포인트 요새 국립사적지
(Fort Point National Historic Site) 위 배터리 이스트 비스타
(Battery East Vista)의 명소 다리 앞에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다
리를 건너면, 지중해의 감을 받은 이 진기한 마을에 들어가기 전
에 소살리토에 있는 금문교 비스타 포인트(Golden Gate Bridge
Vista Point)에서 다시 감상할 기회를 가져보세요. 점심 식사를 위
해 잠시 멈춰서 나파 로 가기 전에 더욱 화려한 샌프란시스코만
(San Francisco Bay)의 경관을 즐겨보세요. 와인 지역의 중심부
에 있는 나파 시내에는 다양한 식사와 야간의 즐길 거리, 지역 예
술과 공예품 가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계속 머무르거나
타운 밖의 멋진 나파 밸리 리조트에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욘
빌(Yountville)에 있는 나파 밸리의 멋진 포도원을 탐험해보세요.
이 와이너리 탐방 여행 내내, 지정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으
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와 기사를 함께 렌탈하거나 우버

(Uber) 또는 리프트 (Lyft)와 같은 택시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
다. 계곡에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인 도
메인 샹동(Domaine Chandon)에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잔디
와 테라스에서 오크 나무가 자생하는 멋진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을 즐기고 태양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상적
인 환경입니다. 욘빌을 떠나 세인트헬레나(St. Helena)로 짧은 여
행을 떠나보세요. 브이 사뛰 와이너리(V. Sattui Winery)로 가는 중
간에 케익브레드 셀러(Cakebread Cellars), 러더포드 에스테이트
(Rutherford Estates)와 같은 유명한 와인 브랜드를 지나갑니다.
브이 사뛰에는 세 곳의 시음실뿐만 아니라 자체 살루메리아에서 만
든 샤퀴테리와 200가지 이상의 치즈를 제공하는 전문 식품 판매점
이 있습니다. 브이 사뛰 와인 셀렉션과 함께 지역 별미와 약 8,000
㎡ 의 야외 공간이 어우러져 최고의 나파 밸리 피크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셀프 가이드 투어를 통해 에스테이트
가든, 지하 와인 셀러, 박물관 동굴 등을 둘러보세요. 점심식사 후에
는 나파로 다시 방향을 돌려 또 다른 놓칠 수 없는 와이너리인 오크

빌(Oakville)의 오퍼스 원 와이너리(Opus One Winery)를 방문해
보세요. 초록색 잔디와 포도밭에 자리 잡은 오퍼스 원 건물이 멋진
경관을 배경으로 오롯이 드러납니다. 방문객들은 이 멋진 경관에 빠
져들게 됩니다. 오퍼스 원 방문 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옵션으로는
에스테이트 투어 및 시음, 라이브러리 투어 및 시음, 또는 시음이 마
련되어 있으며, 웅장한 실내 또는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서 현지 생산된 와인 113그램을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나파 밸리
에는 다양한 식사 옵션이 있지만 오베르주 뒤 솔레이(Auberge du
Soleil)의 더 레스토랑(The Restaurant)을 놓치지 마세요. 나파 밸
리 최초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며 13회 연속 미슐랭 스타상을
자랑합니다. 지역에서 엄선한 식재료, 아름다운 경관, 최고의 와인
셀렉션이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숙박: 캘리포니아주 나파 밸리

나파 밸리 덕혼 빈야즈

2일 차

나파 밸리의 두 번째 날은 와인 원산지의 진정한 랜드마크인
도메인 카네로스(Domaine Carneros)에서 시작하세요. 이
곳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18세기 샤또 들 라 마르께트리
(Château de la Marquetterie) 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전
설적인 샹파뉴 뗴땅져(Champagne Taittinger)의 본거지).
정원과 호수, 포도원이 내려다보이는 개인 테라스에서 스파
클링 와인과 캐비어, 훈제 연어가 제공되는 브런치를 즐겨
보세요. 다음으로, 인적이 드문 실버라도 트레일(Silverado
Trail)을 따라 루나 빈야드(Luna Vineyards)에 들러 와인을
시음해 보세요. 포치 또는 실내에서의 시음이 포함된 이 개
인 맞춤형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역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루나 빈야드는 또한 비스타 콜리나(Vista Collina)의 빌리지
에 아름다운 시음실이 있습니다. 나파 밸리 와인 기차에서 저
녁 식사를 하면서 빈티지 럭셔리 스타일의 나파 밸리 여행을
마무리하세요. 나파 시내와 세인트헬레나를 왕복하는 58km
에 이르는 구간을 따라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철길을 달
리는 100년 된 레일카를 타보세요. 도중에 유명한 나파 밸
리 와이너리에 정차합니다. 우아한 식사와 파노라마와도 같
은 경관을 감상하려면, 풍경을 가깝게 감상할 수 있도록 창이
특별히 제작된 비스타 돔(Vista Dome) 객차를 선택하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나파 밸리

캘리포니아주 나파 밸리 출발,
레딩 도착
3일 차

2시간 47분/284km

나파를 출발하여 북서쪽으로 칼리스토가(Calistoga)까지
굽이굽이 이어지는 실버라도 트레일(Silverado Trail) 을
따라 여행해보세요. 칼리스토가는 미네랄 온천과 진흙 목
욕으로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
(Old Faithful Geyser) 또는 투스카나에서 영감을 받은 성
과 와이너리가 인상적인 카스텔로 디 아모로사 (Castello
di Amorosa)를 방문해보세요. 좀 더 활기찬 사이드 여행
을 위해, 일찍 출발해서 칼리스토가 바로 외곽에 있는 로버
트 루이스 스티븐슨 주립공원(Robert Louis Stevenson
State Park)을 방문해보세요. 왕복 16km에 이르는 세인트
헬레나산(Mount St. Helena)의 정상까지 하이킹해보세요
(해발 549m). 맑은 날에는 나파 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심지어 샤스타산(Mount Shasta), 래슨 피크(Lassen
Peak)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상까지 2.5시간, 하산하
는 데 1.5시간이 걸리는 강도 높은 하이킹입니다. 작은 마을
비나(Vina)에 위치한 뉴클레르보 빈야드(New Clairvaux
Vineyard)에서 레딩으로 가는 여정 중 잠시 휴식을 취해보
세요. 이 역사적인 포도원은 독특한 와인 여행지입니다. 이
곳은 거의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와인 제조 역사를
가진 트라피스트-시토 수도원 수도사들의 거주지입니다. 시

음실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며, 이 평화로운 부지에는 교회
와 서점, 예배당도 있습니다. 수도원의 다른 지역은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예약제로 개방되며, 투어만 가능합니다. 레
딩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손으로 커팅한 신선한 쇠고
기를 제공하는 지역 소유의 레스토랑인 캐틀맨스 스테이크
하우스(Cattlemens Steakhouse)에서 푸짐한 스테이크
디너를 즐겨보세요. 레딩에서 가까운 거리에, 역사적인 도시
인 맨턴(Manton)에 인디언 피크스 빈야드(Indian Peaks
Vineyards)가 있습니다. 시음실에서 와이너리가 제공하는
모든 샘플 와인을 시음해보고, 다크 초콜릿 트뤼플과 시그니
처 ‘도나의 디저트(Donna’s Dessert)’ 와인으로 마무리하세
요. 대부분의 주말에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여름철 금요일
이나 토요일 저녁에 방문하시면 라이브 음악 등 더욱더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레딩으로 돌아가 모슬리 패밀
리 셀러스(Moseley Family Cellars)에 방문하여 와인을 시
음하고 와인에 대해 배워보세요. 시음 경험을 방문자의 와인
지식 수준에 맞춰 제공합니다. 신선한 제철 유기농 지역 식
재료만을 사용하는 숨겨진 보석 같은 레스토랑인 문스톤 비
스트로(Moonstone Bistro)에 저녁 식사를 예약해보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레딩

캘리포니아주 레딩 출발, 오리건주 로그 밸리 도착
4일 차

2시간 33분/257km

다음 와인 투어는 오리건주의 아름다운 로그 밸리(Rogue Valley)
입니다. 오리건주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는 애슐랜드(Ashland)
로, 캐스케이드(Cascade)와 시스키유(Siskiyou) 산맥에 자리하
고 있습니다. 오리건 셰익스피어 축제를 비롯하여 여러 예술 행사
가 진행됩니다. 마을에서 가까운 어바인 & 로버츠 빈야드(Irvine &
Roberts Vineyards)를 방문해보세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와
인 시음이 제공됩니다.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를 즐기면서 야외 테라
스에서 주변 계곡과 산의 장관을 감상해보세요. 계속 북쪽으로 이동
하여 배 과수원과 현지 산맥이 내려다보이며 언덕 정상에 시음실이
있는 파스칼 와이너리(Paschal Winery)를 방문해보세요. 점심 시
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치즈, 샤퀴테리와 함께 와인을 시음해보세
요. 로그강(Rogue River)변의 작은 마을 골드 힐(Gold Hill) 외곽
에 위치한 델 리오 빈야드 에스테이트(Del Rio Vineyard Estate)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로그 밸리를 계속 탐험해보세요. 시음실은 유서

깊은 호텔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도원이 보이는 야외 피크닉 장소가
있습니다. 그랜츠패스로 돌아가기 전에 오리건 소용돌이(Oregon
Vortex)에 있는 미스터리 하우스에 잠시 들러보세요. 미스터리 하
우스는 일종의 ‘힘의 소용돌이’라고 소문이 난 곳에 위치합니다. 보
이는 모든 것, 심지어 키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랜츠패스로 돌
아가, 따뜻하고 우아한 시음실에서 슈미트 패밀리 빈야드(Schmidt
Family Vineyards)에서 시음과 점심을 즐겨보세요. 식사는 와이너
리 정원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준비됩니다. 레드, 화이
트, 로즈, 디저트 와인 중에서 와인 페어링을 시험하고 즐겨보세요.
점심 식사 후, 애플게이트 리버 밸리(Applegate River Valley)가
내려다보이는 완전 유기농 울드리지 크리크 빈야드(Wooldridge
Creek Vineyard), 와이너리, 유제품 제조 공장, 샤퀴테리 식료품을
방문해보세요. 모두 현장에서 생산된 치즈와 보존 처리한 고기와 함
께 수제 와인을 즐겨보세요. 정원이나 파티오, 나무 그늘 아래, 화롯

가 가까이 등 계절마다 자리가 따로 마련됩니다. 이 농장에는 또한
여러 애완동물 중에서 드워프 염소, 닭, 미니 당나귀, 미니 말이 있
습니다. 로그 강둑에 위치한 리버스 엣지 레스토랑 (River’s Edge
Restaurant)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준비한 멋진 저녁을
즐겨보세요. 해가 지기 바로 전에 도착하여 강과 주변 언덕 너머로
해가 지는 장면을 감상해보세요.
숙박: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레딩 존스 벨리 리조트

오리건주 로그 밸리 출발, 유진 도착
5일 차

오리건주 윌라멧 밸리

2시간 31분/262km

와인 시음에서 잠시 멀어져 크레이터호 국립공원(Crater Lake National Park)을 방
문해보세요. 화산 폭발로 형성되었으며 7천 년도 더 된 화산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형성
된 이 호수는 미국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가운데 하나입니
다. 깜짝 놀랄 정도로 푸르고 청명한 산 호수는 분명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엄프콰 밸
리(Umpqua Valley)의 와인 트레일에 다시 합류하여 로즈버그의 아바셀라 와이너리
(Abacela Winery)에 들러보세요. 멋진 경치가 어우러진 화려한 시음실에서 템프라닐
로, 알바리노, 블랑코 둘쎄 등 독특한 와인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날씨가 허락한
다면 포도원 투어를 놓치지 마세요. 북쪽으로 여정을 계속하여 윌라멧강(Willamette
River)둑에 위치한 윌라멧 밸리(Willamette Valley)의 남쪽 끝에 있는 유진(Eugene)
까지 이동합니다. 이 그림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는 예술과 문화, 야외 경관과 식당
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에서 영감을 얻은 메뉴와 함께 역사가 깊은 샴록 하
우스(Shamrock House)에 위치한 그리트(Grit)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즐겨보세요.
유진에는 다양한 와이너리가 있으며, 윌라멧 밸리의 피노 누아와 피노 그리뿐만 아니라
로그 밸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품종으로 유명한 실반 리지 와이너리(Silvan Ridge
Winery)에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와이너리에는 사진 찍기에 좋은 시계탑과 원형 극
장이 있으며, 파티오 또는 실내 벽난로 주변에서 시음할 수 있습니다. 실반 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르베르 와이너리(Sarver Winery)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피노 누
아, 피노 그리, 샤르도네를 비롯한 지역 와인을 소량 생산합니다. 주변의 멋진 밸리를
감상하면서, 고메 치즈, 스프레드, 살라미, 신선한 구운 빵과 함께 즐겨보세요. 유진으
로 돌아가 5번가 공설 시장과 지역 소유의 가게와 식당을 둘러보세요. 자연사문화박물
관(Museum of Natural and Cultural History) 또는 조던 슈니처 미술관(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에 방문한 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킹 에스테이트 와이
너리(King Estate Winery)에서 저녁을 즐겨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 포도원
중 하나인 이 아름다운 킹 에스테이트 와이너리에는 121,406㎡ 규모의 유기농 정원과
과수원이 있으며, 4,047㎡ 규모의 라벤더 정원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일찍 도착
하여 투어와 시음을 즐겨보세요. 우아한 부지 내 식당은 현지 와인과 현지 식재료로 준
비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고메 메뉴에는 채소, 과일, 허브, 사유지에서 재배한 꽃이 있습
니다. 역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것 또한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숙박: 오리건주 유진

윌라멧 밸리 코티지 그로브

오리건주 유진 출발, 윌라멧 밸리 도착
6일 차

1시간 5분/107km

정크션시티(Junction City)에서 유진 바로 북쪽으로, 부티크 와이
너리와 시음실을 갖춘 파이퍼 와이너리 (Pfeiffer Winery)가 있습
니다. 이곳에서만 판매되는 고급 피노 누아와 피노 그리를 소량 생
산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비공식 ‘피노 클리닉(Pinot Clinic)’
에서 포도주 제조자가 여러 품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
을 수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는 이탈리아 동굴에서 영감을 받은 아
늑한 시음실뿐만 아니라 워터 가든과 티키 바에서도 시음을 제공합
니다. 가까운 거리에 월넛 리지 빈야드(Walnut Ridge Vineyard)
가 있으며, 이곳에 재활용 목재, 가스램프, 벽난로가 있는 프랑스 식
민지풍 시음실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Cascade)와 오리건코스
트(Oregon Coast)산맥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는
가운데 포도원 중심부의 실내 또는 실외에 마련된 자리에서 와인
과 다과를 즐겨보세요. 윌라멧 밸리의 중심부로 이동하여 뉴버그
(Newberg)의 더 페인티드 레이디(The Painted Lady)에서 저녁
을 즐겨보세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이웃에 위치한 빅토
리아 시대풍의 레스토랑으로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메뉴를 제공합
니다. 하루 여행 후에, 깔끔하지만 친근한 다이닝 룸에서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고기, 해산물, 유기농 야채, 수상 경력에 빛나는 와인
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윌라멧 밸리 투어는 에라스 와이너리(Erath
Winery)의 던디(Dundee)에서 계속됩니다. 이곳은 40년 이상 계
속된 윌라멧 벨리 와인 전통의 선구자이며 주요 생산지입니다. 에
라스에서는 클래식한 오리건 피노를 시음할 수 있으며 주변의 멋진
조리 힐(Jory Hills)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맛있고 느긋
한 점심 식사를 위해, 역시 던디에 있는 레드 힐스 마켓(Red Hills
Market)을 방문해보세요. 여기서 지역 농장과 포도원에서 생산된
상품을 찾을 때 지역 농부와 요리사, 포도주 제조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또한 현지에서 조달한 식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
어 파는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먹거나 다음 와이너리에
서 먹을 음식을 테이크아웃할 수 있습니다(단, 와이너리에서 외부
음식을 허용하는 경우). 레드 힐스 마켓 건너편에는 실내 또는 야외
에서 스파클링 와인, 리슬링, 샤르도네, 피노 누아 등을 시음할 수 있
는 아가일 테이스팅 하우스 (Argyle Tasting House)가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와이너리인 더 포 그레이시스(The Four Graces)는
창립자 딸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이름이 여기서 제공되는 와

인 일부 캡슐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니콜라스는 ‘포
그레이시스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름이 던디 힐즈 리
저브(Dundee Hills Reserve) 피노 누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시음실은 폴리 패밀리 에스테이트(Foley Family Estate)
에 있는 유서 깊은 농가입니다. 방문객들은 전시용 포도원을 거닐며
포 그레이시스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데이턴(Dayton)
의 조엘 파머 하우스(Joel Palmer House)에서 식사를 즐겨보세요.
이곳은 1848 년 데이턴 마을을 공동 설립한 조엘 파머가 지은 유서
깊은 집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메뉴는 주로 야생 버섯과 송로 버섯
으로 구성되며, 이 버섯은 식당 직원이 수확하고 다른 현지에서 재
배한 재료와 함께 가정식 조리법으로 탄생합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당연히 오리건 와인이 곁들여집니다.
숙박: 오리건주 뉴버그

뉴욕주 뉴욕시
7일 차

54분/76km

윌라멧 밸리 투어의 마지막 종착지는 데이튼 바로 북동쪽에 위치한 소콜 블라
서 와이너리(Sokol Blosser Winery)에서 시작됩니다. 오리건주의 또 다른 선
구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로, 1971년 20,234㎡에 이르는 부지에 피노 누아 포
도를 처음 심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포도밭의 경관에 둘러싸인 독특하
고 다양한 공간 (럭셔리, 캐주얼, 실내 또는 실외 등)에서 시음을 즐길 수 있습
니다. 마지막 와이너리를 경험하시려면, 와이너리 힐 에스테이트(Winery Hill
Estate)의 그림같은 포도원에 둘러싸인 도메인 서린(Domaine Serene)의 클
럽하우스를 방문하여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를 즐겨보세요. 시음을 위해 들르
거나, 사전에 투어를 예약하세요. 고급스러운 페어링 또는 더욱 캐주얼한 샤퀴
테리 보드를 즐기면서 시음과 함께 식사도 즐겨보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윌

라멧 밸리를 떠나 대도시 포틀랜드로 이동합니다. 독창성으로 유명한 풍성한
요리를 경험하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합니다. 리모델링된 산업용 건물
에 자리 잡고 있는 올림피아 프로비전스 사우스이스트 (Olympia Provisions
Southeast)는 도시 최초의 살루메리아로 시작했지만, 시골풍의 스페인식 요
리와 지중해식 요리에 대한 혁신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대형 레스토랑으로 확장
되었습니다. 샤퀴테리로 시작하여 환상적인 슈크르트 가르니(가정식 소세지에
양배추를 곁들여 보세요)로 마무리하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숙박: 오리건주 포틀랜드

포틀랜드인터내셔널 로즈 테스트 가든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