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Little Bit of Loudoun, Virginia 

첫 날 

버지니아 주 라우든 카운티(Loudoun County, Virgini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수도인 와싱턴 DC에서 25마일 근교에 위치한 라우든 

소재의 와싱턴 덜레스 국제 공항(Dulles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 

하셨습니다. 라우든의 근교 호텔에 여장을 푸시고, 타이슨스 코너

(Tysons Corner) 중심부에 위치한 버지니아 최고의 한식당 우래옥에서 

갈비를 드시러 출발합니다.      

둘째 날 

전통적 게임에 새로움을 입힌, 탑 골프(Topgolf)를 가시겠습니다. 이 여가 장소

는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골프 공을 여러 수준을 아우르는 다양한 색상의 타겟

이 있는 240야드의 외야로 날리게 해줍니다.  다양한 게임 옵션 중 한가지를 즐

기신 후 안내원이 설명해 드리는 마샬 하우스(Marshall House; 도도나 저택

(Dodona Manor)으로 알려졌던)

를 둘러 보십니다.  마샬 하우스

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마샬 

플랜을 세워 실시한 죠지 마샬

(George C. Marshall)의 집입니다.  

마샬은 와싱턴 정계 생활로부터 

편안한 쉼터로 삼기 위해 1941년

에  이 곳을 사서 타계한 1959년

까지 소유주로 지냈습니다. 마샬 하우스를 구경하신 후에는 리스버그(Leesburg) 

다운타운에서 각자 점심을 드시겠습니다. 리스버그는 1758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쇼핑도 하시면서 이 옛스런 도시를 살펴 보세요. 

다음으로 파삐올리(Fabbioli) 저장고를 보시겠는데요, 이곳은 '라우든 포도주의 

대부'로 알려진 포도주 제조자 더그 파삐올리(Doug Fabbioli)의 집이기도 합니

다.  원형 시식실에서 포도주 및 어울리는 식품을 음미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시다 보면, 왜 버지니아가 떠오르는 

포도주 고장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니쉬 팜우즈(Vanish Farmwoods) 맥주 양조장으로 옮겨 갑니다.  이곳은,  성장 일로에 있는 

주류 산업과 지역 농경을 지원하기 위한 호프 농장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안가서 양조장이  

필수가 되어 버렸답니다. 농업 기반의 맥주 양조장인 이곳에는 언제든 15가지 이상의 생맥

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칸취(The Conche)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로 하루

를 마무리 하겠는데요, 이곳은  산토쉬 팁터

(Santosh Tiptur) 셰프가 수장으로 있는 쵸콜릿 테

마의 레스토랑으로, 멋지게 제조된 칵테일과 쵸

콜릿 음미가 예술적으로 녹아든 명실상부 '달콤

한' 음식들을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셋째 날 

오늘은 와싱턴 DC로 여행을 떠나는데, 미국의 수도를 둘러 보시는 겁

니다.  미 대통령의 자택인 백악관을  꼭 보셔야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

한 스미스소니안(Smithsonian) 박물관에서 많은 것을 감상 하시겠습니

다.  세계의 대사관들로 개조된 멋진 역사적 가옥과 빌딩들을 볼 수 있

는 대사관 거리도 둘러 봅니다.  도시를 더 돌아본 후, DC 의 유명 식당

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시겠습니다.  

 

넷째 날 

아팔래치안 트레일(Appalachian Trail)로 가셔서 블루 리지 마운틴(Blue 

Ridge Mountains)을 따라 하이킹을 떠납니다. 이 트레일은 죠지아 주의  

스프링어 마운틴(Springer Mountain)에서 시작되어 메인 주의 카타딘

(Katahdin)까지 뻗어 있는데 버지니아 주를 포함 14개 주를 관통하고 있

습니다. 물병과 지팡이, 카메라를 꼭 가져 오십시오. 유서깊은 퍼슬빌

(Purcellville)로 옮겨 몽크 바베큐(Monk’s BBQ)에서 점심을 드십니다.  가

내 훈제 고기, 홈메이드 소스,  다양함을 입힌 많은 전통 바베큐 요리, 

그리고 '베이컨 꼬치' 

등으로 유명한 곳으

로, 꼭 들러봐야할 장소며 라우든의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얼음에 탄 음료든 칵테일이든, 캐톡틴 크릭 양조장(Catoctin Creek 

Distillery)에서 다 해결됩니다. 다운타운 퍼슬빌의 시음실에서 지역의 맛을 

낸 위스키, 브랜디 및 기타 주류를 음미해 보십시오. 캐톡틴 크릭은 금주법 

이후에 설립된 라우든 카운티의 첫 양조장으로 수공 작업과 사려깊게 빚



 

리스버그 코너 프리미엄 아울렛(Leesburg Corner Premium Outlets)에서 유명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쇼핑하시면서 여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호텔로 

돌아와 잠시 여유를 갖고 원 라우든(One Loudoun)의 에디 멀롯(Eddie Mer-

lot’s)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뛰어난 서비스

와  가내 정육된 스테이크로 기억에 남는 식사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다섯째 날 

라우든에서의 마지막 날,  덜레스 그린웨이(Dulles Greenway)에 근접한 브램블턴(Brambleton) 골프장으로 향하여 9 홀 골프

를 즐기시겠습니다.  티에서 벗어난 좁은 랜딩 구간과 함께 이전 티들로부터 거의 600 야드 떨어진 5타짜리 유명한 7번째 

홀을 꼭 치시기 바랍니다. 

식욕이 왕성해질 무렵, 포드 피쉬 섁-애쉬번 분점(Ford's Fish Shack-

Ashburn)에서 점심을 드시겠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갓잡은 신선한 해산

물, 홈 메이드 음식들, 계절 특선 요리,  수상 경력의 디저트,  그리고 버지

니아의 체리스톤 인렛(Cherrystone Inlet)에 위치한 노팅햄(Nottingham) 굴 

농장에서만 양식되는 유명한 위키드 피사(Wicked Pissah) 굴 등을 자랑하

는 곳입니다. 이제 집으로 출발하기 위해 와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단시간

에 이동 하겠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 Hannah Oliver ●  

Tour & Travel Sales Manager 

 Oliver@VisitLoudoun.Org  

703-669-4434 

mailto:Oliver@VisitLoudou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