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라우든(Loudoun) 카운티 소개

라우든 관광협회

워싱턴 DC의 와인
카운티

2015년 블룸버그 비즈니스(Bloomberg
Business)가 "떠오르는 세계의 와인
지역(The World’s Next Big Wine
Regions)" 중 하나로서, 그리고 MSN
트래블(MSN Travel)이 "축배를 들만한
덜 알려진 7대 와인 지역(7 Under the
Radar Wine Regions That Deserves
a Toast) 중 하나로 소개한 버지니아는
와인 여행자들을 위한 최고의 여행지로
부상 중이며 라우든이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와인 여행자를 위한
최고 여행지로 떠올랐으며,
라우든은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DC의 와인촌(DC’s Wine Country )
으로 알려진 라우든은 40여 와이너리
및 시음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너리는 친근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시음과 관광을 제공합니다.
평화로운 블루리지산맥(Blue Ridge
Mountains)과 어우러진 포도원의
놀라운 경관을 배경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와인메이커와 얘기를 나눠보세요.
®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는 음식 및 문화유산 관광지로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불과 25마
일(40km) 거리에 있습니다. 라우든은 상을 받은 와이너리, 양조장, 양조장, 산지 즉석 요리, 시골의
정취를 담은 숙소 및 건물, 북 버지니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자동차연합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AA)의 다이아몬드 4개로 평가받은 리조트 등을 자랑합니다. 길을 따라 아름다운 풍
경과 매력적인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풍성한 미국 유적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 계
획에 도움이 되도록, 라우든은 단체 및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을 특징으로 하는 광범위
한 여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코 에일 트레일
(LoCo Ale Trail)

20곳 이상의 양조장이 전통적 수제
맥주에서부터 소량의 실험적 맥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맥주를 제공하는
라우든에서 수제 맥주를 즐기는 광경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20곳 이상의 양조장이 전통적
수제 맥주에서부터 소량의
실험적 맥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맥주를 제공합니다.
워싱턴 & 올드도미니언(W&OD)
철도 트레일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양조장들을 방문하여 양조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호프를 살펴보거나
시음실로 가는 층계에 세심하게 선별된
샘플들을 비교해보십시오.

구석구석에
녹아있는 역사

라우든에 오셔서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와 영부인 재키 케네디, 그리고
마셜 플랜을 만들었던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이 느꼈던 역사적 경치를
경험해보세요. 남북 전쟁 전쟁터, 켄터키
더비(Kentucky Derby) 우승마 사육장
및 옛날식 시골 가게를 방문해보세요.
1758년경에 세워진 명마의 고장
버지니아주의 수도 리스버그(Leesburg)
및 미들버그(Middleburg)를 포함하여
수 세기의 역사를 지닌 매력적인 마을을
알아보세요.

수 세기 역사를 지닌 매력적인
마을을 알아보세요

덜레스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 박물관(Smithsonian Air
and Space Museum)에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Space Shuttle Discovery)
를 관람해보세요. 라우든은 또한
남북전쟁 순례 국립문화 구역(Journey
Through Hallowed Ground National
Heritage)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이한 이름에서
유명한 이름까지

라우든은 모든 취향에 맞는 특별한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적 장소와 마을의 지역민이 소유한
부티크에서 독특한 선물을 찾아보세요.

역사적 장소와 마을의 지역민이
소유한 부티크에서 독특한
선물을 찾아보세요
복원된 포장마차 하우스 선물 가계에서
특별한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골동품
시장에서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보세요.
또는 리스버그 코너 프리미엄 아울렛
(Leesburg Corner Premium Outlets)과
덜레스 타운 센터(Dulles Town Center)
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둘러보거나 여러분이 알고 좋아하는
미국 브랜드를 구매하세요.

우리 지역 음식을
맛보세요

버지니아 산록
지대 모험

산지 즉석 요리 및 독특한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라우든에서 입맛을
살려보세요. 현지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라우든 장인이 빚어낸 술을
제공하는 많은 레스토랑 중 하나를
방문하여 라우든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라우든에는 517 제곱마일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언덕, 강어귀, 챔피언십 골프
코스 및 아름다운 주립 공원과 함께
짜릿한 야외 활동이 넘쳐납니다.

현지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라우든 장인이 빚어낸 술을
제공하는 많은 레스토랑 중
하나를 방문해보세요

인기 있는 활동으로는 급류 래프팅,
집라인, 세그웨이 비포장도로 투어 및
카약 등이 있습니다. 하이킹 애호가는
애팔래치안 트레일(Appalachian
Trail)을 따라 트래킹에 도전할 수 있고,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아름다운 우회로와
트레일도 많이 있습니다.

방앗간과 농가, 오래된 선술집, 그리고
포토맥강을 따라 놀라운 석양의 풍경과
어우러진 온실을 포함한 우리의 옛날
농촌을 반영하는 구조로 자리 잡은
정착지를 찾아보세요.

라우든에는 짜릿한 야외 활동이
넘쳐납니다

방문 계획을 도와줄 연락처:

한나 올리버
(Hannah Oliver)

관광 및 여행 영업 관리자
(Tour & Travel Sales Manager)
Oliver@VisitLoudoun.org
(+01)703-669-4434
방문 계획 도우미
• 숙박시설 도우미
• 방문 장소
• 맞춤화된 여정
• 투어 가이드 및 방문 추천서

라우든 방문객 센터
(Loudoun Visitors Center)

112-G South Street, SE, Leesburg, VA 20175
VisitLoudoun.org
라우든의 다국어 동영상 보기
YouTube.com/VisitLoudounH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