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에 체크인한 후 소호(Soho)의 시티 와이너리 뉴욕(City Winery New York)에서 와이너리 여행을 시작하세
요. 이 와이너리는 요리 및 문화 체험과 함께 라이브 음악과 음식을 조합하여 뉴욕시 한복판에 와인 산지를 그대
로 재현합니다. 시티 와이너리의 저장고에는 300개의 프랑스 오크 술통이 보관되어 있으며 11개의 탭 라인이 자
동으로 와인을 최적의 온도로 만들어 줍니다. 와인을 제공하기 전에 병에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입니다. 매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투어를 예약하거나 다양한 요리 메뉴와 함께 신선한 와인을 제공하는 친근한 
분위기의 40석 규모 레스토랑 겸 시음실 배럴 룸(Barrel Room)을 방문해보세요. 숙박: 뉴욕주 뉴욕시

북동부 와인 트레일 

뉴욕주 해먼즈포트의 닥터 콘스탄틴 프랭크 와이너리

뉴욕주 – 뉴저지주 – 델라웨어주 – 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 뉴욕시



뉴욕에서 일찍 남쪽으로 출발하여 뉴저지주의 와인 지역으로 가보세요. 가는 길에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을 방문
해보세요. 1756년 설립된 유서 깊은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가 있는 곳입니다. 프린스턴 도심
에 있는 재밍 크레이프스(Jammin’ Crepes)에 들러 늦은 아침 식사를 해보세요. 현지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작물을 크레이프에 싼 다양한 메뉴가 제공됩니다. 미술을 좋아한다면 아침 식사 후 7만2천점 이상의 작품을 소
장한 프린스턴 대학교 미술관(Princeton University Art Museum)에 꼭 가보세요. 계속 남쪽으로 가면 아말테
아 셀라스 팜 와이너리(Amalthea Cellars Farm Winery)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100년 된 마차와 촛불로 장
식된 술통 저장고 내부의 시음 투어에 참여하며 남부 프랑스의 부티크 저택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세요. 아말
테아 셀라스 근처에 2016년에 오픈한 화이트 호스 와이너리(White Horse Winery)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최근
에 생긴 와이너리 중 하나입니다. 시음실에서 와인을 맛보고 장인의 음식 가판대에서 점심을 즐겨 보세요. 다음 
와이너리로 가는 길에 뉴저지주 마게이트(Margate)에서 조세핀 해론 공원(Josephine Harron Park)의 해변에 
있는 6층 건물 높이의 랜드마크, 루시 더 엘리펀트(Lucy the Elephant)를 꼭 봐야 합니다. 국립사적지 공원으로 
지정된 코끼리 모형 ‘루시’의 내부 계단을 올라가 360도로 전경을 감상해 보세요. 케이프 메이에서 조금 벗어나 
델라웨어만(Delaware Bay)과 대서양 사이에 자리한 호크 헤이븐 빈야드 앤 와이너리(Hawk Haven Vineyard 
and Winery)를 마지막으로 방문하세요. 이곳은 고요함과 풍요로움이 공존하는 자연적인 대피소로,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맹금류가 먹이를 찾아 이곳에 옵니다. 케이프 메이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음을 하기에 완벽한 장
소입니다. 뉴저지주 남부 케이프 메이 반도 끝에 위치한 케이프 메이는 웅장한 빅토리아 시대 주택과, 바다와 만
의 경치가 멋진 케이프 메이 등대(Cape May Lighthouse)로 유명합니다. 오늘밤 보석과 같은 이 역사적인 해안
을 만나보세요. 도시 전체가 국립 역사 지구로서 빅토리아 시대 건물 약 600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케이프 메
이 항구를 내려다보는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의 더 랍스터 하우스(The Lobster House)에서 저
녁 식사를 즐겨 보세요. 숙박: 뉴저지주 케이프 메이

케이프 메이에서 케이프 메이-루이스 페리(Cape May-Lewes Ferry)를 타고 델라웨어주로 떠나세요. 오전 7
시 페리를 타고 델라웨어주의 아름다운 레호보스 비치(Rehoboth Beach)의 보드워크에 들어선 레스토랑 중 
한 곳으로 가 아침 식사를 즐겨 보세요. 더 로열 트리트(The Royal Treat)를 추천합니다. 레호보스 비치에서 
차로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루이스(Lewes)에는 1993년 델라웨어주에 처음 설립된 나소 밸리 
빈야드(Nassau Valley Vineyards)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투어를 즐긴 후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와인을 
시음해보세요. 그리고 델라웨어주 메리델(Marydel)의 하비스트 리지 와이너리(Harvest Ridge Winery)로 
향하세요. 이 와이너리는 델라웨어주와 메릴랜드주를 나누는 메이슨-딕슨 라인(Mason-Dixon Line)에 걸쳐 
있습니다. 이곳은 메이슨-딕슨 라인의 오리지널 47번 경계석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비스트 리지의 
말벡 레드 와인을 꼭 시음해보세요. 체서피크(Chesapeake) 지역의 물은 포도가 더 따뜻한 곳에서 오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레드 와인을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체서피크만(Chesapeake Bay)의 많은 지류를 
건너 펜실베이니아주로 가세요. 그리고 ‘세계 버섯 수도’로 알려진 역사적인 케네트 스퀘어(Kennett Square)
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보세요. 주 도로에 있는 더 머시룸 캡(The Mushroom Cap) 같은 독특한 상점에 
들러 버섯으로 만든 선물과 요리를 알아본 후, 포토벨로스(Portobello’s)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세요. 숙박: 
펜실베이니아주 케네트 스퀘어

뉴욕주 뉴욕시에서 뉴저지주 케이프 메이로

뉴저지주 케이프 메이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케네트 스퀘어로



케네트 스퀘어에 숙소를 잡고 아름다운 브랜디와인 밸리(Brandywine Valley)의 다양한 포도밭과 와이너리를 
방문해보세요. 케네트 스퀘어 내에서 거의 4.5㎢의 면적을 차지하는 롱우드 가든스(Longwood Gardens)
를 보지 않고는 이곳을 방문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원, 수풀, 식물원에서 만 1천 종의 다양한 식물과 
나무를 만나보세요. 롱우드 가든스에서 불과 5분 거리에 게일러 에스테이트 빈야드 앤 와이너리(Galer 
Estate Vineyards and Winery)가 있습니다. 이곳의 스테인드 글라스, 새롭게 꾸며진 곳간, 독립 기념관의 
계단으로 만든 대리석 바 톱을 감상해보세요. 여름에 이곳을 찾으면 실내나 레드 라이온 샤도네이(Red Lion 
Chardonnay) 빈야드를 내려다보는 야외 데크에서 와인을 즐길 수 있으며 밤이면 가끔 음악도 제공됩니다. 
겨울에는 아늑한 레드 라이온 시음실에서 이벤트가 열립니다. 다음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채즈 포드(Chadds 
Ford)의 펜스 우즈 와이너리(Penns Woods Winery)를 방문해보세요. 시음실 내부 및 브랜디와인 밸리가 
보이는 야외 파티오에서 시음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라이브 음악 공연과 음식 및 와인 페어링 같은 주말 
이벤트도 열립니다. 애본데일(Avondale)의 바 라 빈야드(Va La Vineyards)는 19세기에 지어진 헛간에서 
맛있는 와인 시음을 제공하는 부티크 와이너리입니다. 이곳의 와인은 음식과 곁들였을 때 빛을 발하도록 
개발됐으며, 시음에는 현지 치즈가 곁들여져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늘밤 케네트 스퀘어에서 
차를 타고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체스터(West Chester)를 방문하여 마켓 스트리트(Market Street)에 있는 
부티크에서 현지 미술품과 특산품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피에트로스 프라임(Pietro’s Prime)에서 맛있는 
스테이크 요리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숙박: 펜실베이니아주 케네트 스퀘어

펜실베이니아주 애본데일의 바 라 빈야드

펜실베이니아주 브랜디와인 밸리



펜실베이니아주 허쉬의 카셀 빈야드

케네트 스퀘어에서 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Lancaster)로 가는 길에 스트라스버그
(Strasburg)의 자바 정션 커피 바(Java Junction Coffee Bar)에서 식사를 하세요. 베이글, 샌드위치와 
달걀, 소시지 그레이비, 감자, 양파, 후추, 치즈로 만들어 피클 주스와 함께 먹는 행오버 헬퍼 같은 독특한 
요리가 있습니다. 랭커스터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미시(Amish) 정착지인 펜실베이니아 더치 컨트리
(Pennsylvania Dutch Country)가 있으며 이곳의 중심지에는 90여곳의 미술관, 역사적인 건축, 위대한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명소가 있습니다. 랭커스터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펜실베이니아주 만하임
(Manheim)에 왈츠 빈야드 에스테이트(Waltz Vineyards Estate)가 있습니다. 이곳의 유럽식 시음실에서는 
자체 생산 와인은 물론 현지 치즈와 초콜릿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이동해 펜실베이니아주 허쉬
(Hershey)에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컬라리 빈야드 앤 와이너리(Cullari Vineyards 
and Winery)를 방문해보세요. 전통적인 스타일의 드라이하고 스위트한 레드, 화이트, 핑크 와인을 전문 
생산하는 부티크 와이너리입니다. 주 시음실은 허쉬의 중심부인 초콜릿 애비뉴(Chocolate Avenue)에 
있습니다.  숙박: 펜실베이니아주 허쉬

펜실베이니아주 케네트 스퀘어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허쉬로



허쉬에서 출발해 복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뉴욕주의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지역이 나타납니다. 코닝에 
멈춰 유명한 코닝 유리 박물관(Corning Museum of Glass)을 방문해보세요. 3,500년의 유리 역사를 알아보고, 
유리의 흐름을 모방한 건물에서 50,000점의 전시물을 감상하고, 실제로 뜨거운 유리가 제작되는 모습을 보세요. 
유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이타카의 핑거 레이크스 와인 컨트리(Finger Lakes Wine 
Country)의 중심부로 계속 이동하며 카유가 호수(Cayuga Lake),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 I.M. 
페이(I.M. Pei)가 설계한 허버트 F. 존슨 미술관(Herbert F. Johnson Museum of Art)을 찾아가 보세요. 숙박: 
뉴욕주 이타카

펜실베이니아주 허쉬에서 뉴욕주 이타카로

허시와 해리스버그의 와인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초콜릿 애비뉴에 있는 더 허쉬 스토리 박물관(The Hershey 
Story Museum)에서 밀턴 S. 허쉬(Milton S. Hershey)와 그의 ‘위대한 아메리칸 초콜릿 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이 마을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리고 서스쿼해나강을 따라 북으로 이동해 펜실베이니아주 핼리팩스
(Halifax)의 암스트롱 밸리 빈야드 앤 와이너리(Armstrong Valley Vineyard & Winery)를 방문해보세요. 
시음실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200년 된 건물에 있으며, 입구에서 폭포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석재 
벽난로가 있는 파티오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와인을 음미해보세요. 정원을 통해 마구간을 지나 기온이 
높은 계절에 사용할 얼음을 저장했던 얼음 저장고로 가보세요. 허쉬로 돌아오는 길에 펜실베이니아주 그랜트빌
(Grantville)에 있는 J & P 와이너리(J & P Winery)에 들러 파티오의 흔들의자에 앉아 멋진 산악 풍경 속에서 
와인을 즐겨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와이너리는 허쉬에 있는 카셀 빈야드(Cassel Vineyards)입니다. 천장이 
높은 시음실의 긴 바, 또는 근처 포도밭까지 이어지는 파티오에서 와인을 맛보세요. 여름 주말에 방문하면 
라이브 음악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1913
년에 건설된 차스 트레이시 맨션(Char’s Tracy Mansion)으로 가보세요. 서스쿼해나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세요. 숙박: 펜실베이니아주 허쉬  

펜실베이니아주 와인 지역, 허쉬와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아주 핼리팩스의 암스트롱 밸리 빈야드 앤 와이너리



아침에 도심 근처 이타카 폭포(Ithaca Falls)를 구경하고 세네카 레이크 와인 트레일(Seneca Lake Wine Trail)
로 떠나세요. 세네카 호수(Seneca Lake)는 핑거 레이크스에서 가장 크고 넓은 호수이며 와인을 시음하기에 
좋은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줍니다. 처음으로 방문할 곳은 뉴욕주 로디(Lodi)의 라모르 랜딩 와인 셀라스
(Lamoreaux Landing Wine Cellars)입니다. 이타카 출신 브루스 코슨(Bruce Corson)이 설계한 웅장한 그릭 
리바이벌(Greek Revival) 건물에서 와인을 시음합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을 통해, 또는 야외 와이너리 
데크에서 호수 경치를 감상하세요. 그 다음 핑거 레이크스에서 가장 저명한 와이너리 중 하나인 닥터 콘스탄틴 
프랭크 와이너리(Dr. Konstantin Frank Winery)로 향하세요. 이곳을 설립한 프랭크는 1962년 와인 제조 
부흥기를 열었으며, 그의 기여가 없었다면 핑거 레이크스 와인 지역이 오늘처럼 유명하게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큐카 호수(Keuka Lake)의 남서쪽 언덕에 자리한 이 와이너리는 네 세대에 걸친 역사가 
배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음 기회가 있지만, 프랭크의 본가 안에 있는 1962년 리저브 시음실에서 맞춤형 
체험을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전체 와인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리슬링(Riesling)과 피노 누아(Pinot 
Noir)는 놓치지 마세요. 이곳에 있는 동안 세네카 호수를 내려다보는 1880년대 벨허스트 캐슬(Belhurst 
Castle)을 방문해보세요. 이 성은 금주령 시대에 주류 밀매점이자 카지노 겸 나이트클럽이었으며 현재는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두 곳이 있습니다. 퓨전식 태번 메뉴와 세네카 호수를 바라보는 편안한 분위기가 
결합한 스톤커터스(Stonecutter’s)나, 호수를 내려다보며 좀 더 격식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에드거스 
스테이크하우스(Edgar’s Steakhouse)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타카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세네카 
호수 서쪽 기슭에 있으며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허먼 J. 위머 빈야드(Hermann J. Wiemer Vineyard)를 찾아가 
보세요. 이곳에는 독특한 리슬링을 비롯한 수제 에스테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타카로 돌아와 
도심 쇼핑과 식사를 할 수 있는 더 커먼스(The Commons)에서 저녁을 보내세요. 숙박: 뉴욕주 이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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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던디의 허먼 J. 위머 빈야드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VisitTheUSA.com을 방문해보세요.

핑거 레이크스에서 출발하여 뉴욕주 북부를 지나 펜실베이니아주의 아름다운 포코노산맥(Pocono Mountains)
에서 점심을 먹고 델라웨어 워터 갭(Delaware Water Gap)을 지나 뉴욕으로 돌아오세요.

뉴욕주 이타카에서 뉴욕주 뉴욕시로

카유가 호수 주변에 있는 웅장한 터재넉 폭포(Taughannock Falls)를 구경해보세요. 계곡 위로 거의 120m 
올라선 바위 절벽에서 66m의 물길이 내려옵니다. 조지 트레일(Gorge Trail)을 걸으며 폭포 아래 경치를 
감상하거나, 조지 트레일 오버룩(Gorge Trail Overlook)으로 이동하여 위에서 숨이 멎을 듯한 경치를 보세요. 
카유가 호수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쉘드레이크 포인트 와이너리(Sheldrake Point Winery)는 멋진 
호수 경치가 보이는 시음실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메뉴에 이곳의 베스트 셀러 와인, 리저브 와인, 디저트 와인, 
에스테이트 생산 아이스 와인이 포함됩니다. 호숫가를 따라 계속 가다보면 610m 이상의 호수 인접지와 60만㎡
의 포도밭으로 이루어진 서스티 아울 와인 컴퍼니(Thirsty Owl Wine Company)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호수 
경치를 감상하며 와인을 시음할 수 있으며, 신선한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와인과 잘 어울리는 요리를 제공하는 
서스티 아울 비스트로(Thirsty Owl Bistro)에서 점심을 맛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점심을 먹고 고속도로를 
건너 호스머 에스테이트 와이너리(Hosmer Estate Winery)로 향하세요. 카유가 호수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포도밭이 있는 호스머는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환경 친화적인 와인 생산을 주도합니다. 시음실 세 
곳은 성당 천장과 자연 채광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까베르네 프랑(Cabernet Franc), 리슬링, 
그뤼너 펠트리너(Gruner Veltliner), 쏘비뇽 블랑(Sauvignon Blanc)을 꼭 맛보세요. 카유가 호수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와이너리인 버튼우드 그로브 와이너리(Buttonwood Grove Winery)에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세요. 도로 위로 높이 솟은 데크에서 포도밭과 카유가 호수,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세요. 프랑스 아멜리아 리슬링과 까베르나 프랑을 비롯한 수상 경력이 화려한 와인을 맛보세요. 여름 
주말에는 데크에서 라이브 음악 공연과 바비큐가 곁들어진 파티가 열립니다. 이타카 도심의 레스토랑 로
(Restaurant Row)의 쉐프가 직접 경영하는 메르카토 바 앤 키친(Mercato Bar & Kitchen)에서 이탈리아 
요리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숙박: 뉴욕주 이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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