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번, 블루그래스, 
호스 컨트리

테네시주 – 켄터키주 – 오하이오주 – 인디애나주



버번, 블루그래스, 
호스 컨트리

테네시주 내슈빌 출발, 털러호마 도착   1시간 55분/114km

테네시주 털러호마 출발, 피전 포지 도착   4시간 28분/328km

테네시주 피전 포지 출발, 켄터키주 렉싱턴 도착   5시간 1분/372km

켄터키주 렉싱턴 출발, 베르사유 도착   25분/22km

켄터키주 베르사유 출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도착   2시간 11분/158km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도착  2시간 48분/185km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출발, 켄터키주 루이빌 도착   2시간 57분/185km

켄터키주 루이빌 출발, 오언즈버러 도착   2시간 24분/177km

켄터키주 오언즈버러 출발, 테네시주 내슈빌 도착   3시간/20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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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내슈빌
라이먼 오디토리움(Ryman Auditorium)에서 테네시주 내슈빌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테네시 역사 위원회(Tennessee Historical Commission)가 제작한 역사 표지판은 
라이먼 오디토리움을 ‘블루그래스의 고향’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먼 
오디토리움은 1945년 빌 먼로(Bill Monroe)가 공연했던 곳으로, 이는 현재에 와서 
우리가 ‘블루그래스’라고 부르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빌 먼로는 블루그래스 음악의 
아버지로, 이곳에서 블루그래스 보이스(Blue Grass Boys)와 함께 선보인 공연은 
블루그래스와 음악 전반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슈빌에 있는 동안, 많은 
장소에서 블루그래스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이먼 오디토리움은 매년 여름  
‘블루그래스 나이트(Bluegrass Nights)’를 개최하며 프렌즈 오브 워너 파크스
(Friends of Warner Parks)는 연중 ‘풀 문 피킹 파티(Full Moon Pickin’ Party)’를 
개최합니다. 또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해 공연을 열어온 아늑한 장소, 
스테이션 인(Station Inn)을 방문해보세요. 음악을 즐기며 넬슨스 그린 브라이어 
디스틸러리 (Nelson’s Green Brier Distillery)도 투어해보세요. 이 증류소의 독일인 
설립자에 대해 알아보고, 수제 테네시 위스키를 맛보세요. 

숙박: 테네시주 내슈빌

테네시주 내슈빌 출발, 털러호마 도착

내슈빌에서 출발하여 1시간 30분 정도 운전면 첫 번째 목적지인 린치버그에 있는 잭 
다니엘스 디스틸러리 (Jack Daniel’s Distillery)에 도착합니다. 취향에 맞는 투어를 
선택한 다음 도시를 둘러보세요. 린치버그는 작은 도시이지만 손님을 크게 환대하는 
곳입니다. 미스 메리 보보스 보딩 테네시주 내슈빌하우스 앤 레스토랑(Miss Mary 
Bobo’s Boarding House and Restaurant)에서 가정식을 먹거나 린치버그 하드웨
어 제너럴 스토어 (Lynchburg Hardware General Store)에서 기념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털러호마로 가는 도중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쇼트 스프링스 
자연보호구역(Short Springs Natural Area)에 방문해보세요. 울창한 풍경과 생동감 
넘치는 폭포는 다리를 뻗고 사진을 찍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쇼트 스프링스 자연보호
구역에서 털러호마까지 10분간 운전하면 다른 증류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캐스케이
드 할로우 디스틸링 컴퍼니(Cascade Hollow Distilling Co.)는 조지 디켈 테네시 위
스키(George Dickel Tennessee Whiskey)가 소규모 팀에 의해 손수 만들어지는 곳
입니다. 증류소를 둘러보고 이 테네시주 브랜드의 역사를 배워보세요. 

숙박: 테네시주 털러호마

테네시주 내슈빌

1시간 55분/114km



테네시주 털러호마 출발, 
피전 포지 도착

테네시주 녹스빌까지 3시간 동안 운전하여 이동합니다. 녹스빌 방문자 센터
(Knoxville Visitor Center)에 들러 라이브 라디오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WDVX 블
루 플레이트 스페셜(WDVX Blue Plate Special)은 언제나 무료이며, 블루스와 블루
그래스부터 켈틱과 펑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방송해왔습니다. 녹스빌에서 피전 
포지까지 1시간가량 운전해서 이동합니다. 애팔레치아에서 영감을 얻은 테마파크인 
돌리우드(Dollywood)와 돌리우드 스플래시 컨트리(Dollywood’s Splash 
Country)가 있는 곳으로 가수 겸 작곡가 돌리 파튼(Dolly Parton)이 설립했습니다. 
이 공원은 일 년 내내 음악 중심 행사, 그리고 말과 컨트리 음악을 선보이는 디너쇼를 
엽니다. 블루그래스 음악가들은 또한 공원의 쇼스트리트 가제보(Showstreet 
Gazebo)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블루그래스 음악을 연주합니다. 크리스마스 휴가철에 
방문한다면 크리스마스 인 더 스모키스 블루그래스 페스티벌(Christmas in the 
Smokies Bluegrass Festival)을 놓치지 마세요. 블루그래스 뮤지션들이 스케쥴을 
가득 채우고, 마을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집니다.

숙박: 테네시주 피전 포지

테네시주 피전 포지 출발, 
켄터키주 렉싱턴 도착

블루그래스와 버번은 이 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켄터키주를 향해 북쪽으
로 이동하며, 대니얼 분 국유림(Daniel Boone National Forest)에 잠시 들러 블루그
래스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준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해보세요. 그런 다음, 켄터키주 
마운트 버넌까지 2시간 30분 정도 운전해서 이동합니다. 켄터키 음악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Kentucky Music Hall of Fame and Museum)은 음악 산업에 중요한 공헌
을 한 켄터키 출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블루그래스, 컨트리, 기타 장
르의 음악을 대표하는 50명이 넘는 입회자가 있습니다. 이 입회자들 중에는 부츠 랜
돌프(Boots Randolph), 드와이트 요컴(Dwight Yoakam), 위노나 주드(Wynonna 
Judd)와 나오미 주드(Naomi Judd), 크리스탈 게일(Crystal Gayle), 리키 스캑스
(Ricky Skaggs), 로레타 린(Loretta Lynn), 로즈메리 클루니(Rosemary Clooney) 
등이 있습니다. 켄터키주 블루그래스의 더 깊은 심장부로 가 레이싱 챔피언에 대해 알
아보세요. 마운트 버넌에서 1시간 정도 운전하여 켄터키주 말의 수도, 렉싱턴까지 이동
하세요. 렉싱턴에서는 이틀을 지낼 겁니다.

숙박: 켄터키주 렉싱턴

돌리우드 스플래시 컨트리

4시간 28분/328km 5시간 1분/372km



켄터키주 렉싱턴
켄터키 더비(Kentucky Derby) 경마대회에서 승리한 명마가 자라난 요나벨 농
장(Jonabell Farm)의 달리(Darley) 에서 순종 명마들을 만나며 첫날의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마구간을 둘러보고, 나이퀴스트(Nyquist), 애니멀 킹덤(Animal 
Kingdom), 스트리트 센스(Street Sense) 등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한 말들을 만
나보세요. 불과 몇 분 거리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경마장인 킨랜드(Keeneland)가 
있습니다. 경마를 구경하거나, 마구간, 우승마 표창식장, 옥션 링 등을 포함하는 옥
션 하우스와 경마장의 비하인드 투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블루 도어 스모크하
우스(Blue Door Smokehouse)에서 직접 훈연한 바비큐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유명한 종마 세크러테어리엇(Secretariat)이 경주에서 은퇴한 후 여생을 보낸 클
레이본 농장(Claiborne Farm) 에서 여행을 계속해보세요. 100년 이상의 순종 경

마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현 챔피언 경주마를 만나보세요. 그런 다음, 전설적인 세
크러테어리엇을 포함하여 20여 구의 우승마가 묻혀 있는 묘지를 방문해보세요. 역
사상 가장 위대한 경주마를 추모하고, 켄터키 말 공원(Kentucky Horse Park)에
서 경마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챔피언 전당을 둘러보고, 명마 경연대회
의 여러 품종과 헛간을 구경해보세요.

숙박: 켄터키주 렉싱턴

베르사유의 우드포드 리저브



켄터키주 렉싱턴 출발, 
베르사유 도착

렉싱턴에서 베르사유까지 차로 30분 거리에 걸쳐 말 농장의 아름다움에 푹 빠
져보세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종마의 본거지로서 순종마와 경주마들을 볼 수 
있는 윈스타 농장(WinStar Farm)에 들러보세요. 농장을 투어하면서 마구간과 
사육장을 둘러보고 농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봄이나 여름에 방문한다면, 
망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레인스 엔드 농장(Lane’s End Farm)입
니다. 순종마를 만나보고, A.P. 인디(A.P. Indy)를 기념하는 동상을 방문해보세
요. A.P. 인디는 벨몬트 스테이크스(Belmont Stakes)와 브리더스 컵 클래식
(Breeders’ Cup Classic) 챔피언입니다. 이 모든 여행은 꽤 식욕을 자극할 것이
며, 켄터키 요리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멜리사스 코티지 카페 (Melissa’s 
Cottage Café)에서 점심을 먹고, 10분 동안 운전하여 로렌스버그스 와일드 터
키(Lawrenceburg’s Wild Turkey) 증류소에 도착합니다. 켄터키강 상류에 위
치한 이 증류소는 주변 경관이 뛰어나며 최고급 켄터키산 스트레이트 버번 위
스키를 제공합니다. 투어를 하고 수제 오크통에 부은 버번을 구경한 다음, 휴식
을 취하면서 와일드 터키(Wild Turkey)와 러셀스 리저브(Russell’s Reserve)
를 즐겨보세요. 베르사유에서 반 시간 정도 운전해서 외곽으로 나가면 켄터키주
에서 가장 유명한 증류소가 있습니다. 바로 버펄로 트레이스(Buffalo Trace)입
니다. 이 증류소는 전 세계에서 500여 개가 넘는 상을 받았으며, 국가역사기념물
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제공하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버펄
로 트레이스와 반 윙클(Van Winkle)입니다. 버펄로 트레이스 켄터키 스트레이
트 버번 위스키(Buffalo Trace Kentucky Straight Bourbon Whiskey)는 토
착 버펄로와 개척자들을 기념합니다. 이 버번 위스키는 200년 넘게 같은 방식으
로 제조되었습니다. 버번의 왕족이 있다면 반 윙클일 것입니다. 가장 희귀한 버
번 중 하나는, 매년 7,000 케이스만 생산되는 패피 반 윙클(Pappy Van Winkle)
입니다. 버펄로 트레이스 투어에는 증류소의 역사뿐만 아니라 유명한 블랜튼
(Blanton)의 병 공장을 방문하여 시그니처 버번이 병에 담기는 모습을 구경해
보세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위스키를 시음하면서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베르사
유에 돌아와, 또 다른 유명 증류소를 방문해보세요. 우드포드 리저브(Woodford 
Reserve) 증류소 역시 국가역사기념물로서, 켄터키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작은 증류소 중 하나입니다. 시음실에서 버번 한 잔을 마시며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 말 농장을 감상하세요. 그 후, 글렌즈 크리크 카페(Glenn’s Creek Café)
의 증류소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애쉬포드 스터드(Ashford Stud) 농장으로 출
발합니다. 애쉬포드 스터드 농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순종 경주마 사육 기업인 
쿨모어 스터드(Coolmore Stud) 미국 지점입니다. 투어는 예약제로 이루어지
며, 특정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동물을 볼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유서 깊은 돌담 뒤에는 아메리칸 파라오(American Pharaoh), 저
스티파이(Justify), 켄터키 더비 챔피언 푸사이치 페가수스(Fusaichi Pegasus)
와 같은 유명 종마를 포함하여 여러 경마 유산이 있습니다.

숙박: 켄터키주 베르사유

우드포드 리저브 증류소

25분/22km



켄터키주 베르사유 출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도착

버번 여행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시간을 달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까지 이동합니다. 여기서, 
신시내티와 켄터키주 뉴포트를 잇는 보행자 전용 통로 ‘퍼플 피플 브릿지(Purple People Bridge)’
를 걸어보세요. 800m 길이의 이 보행자 다리는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오하이오주와 켄터
키주의 도시 주변 강변은 오락, 식사, 야간 즐길 거리, 축제, 공원 및 명소 등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 술을 한잔할 시간입니다. 뉴 리프 증류소(New Riff Distilling)는 다양한 
종류의 수제 위스키를 제공합니다. 증류소 가이드 투어 일정을 잡고 도시의 버번 산업에 대해 알아
보세요. 증류소 투어는 외부에서 시작하며, 여기서 유리 덮개를 통해 보이는 높이 18m, 직경 61cm 
구리 증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로비에 마련된 시음 바로 갑니다.

숙박: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도착

신시내티에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까지 2시간 동안 달리면, 새로운 도시 증류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가면 12.05 디스틸러리(12.05 Distillery)부터 시작하세요. 증류소의 
이름은 금주령이 폐지되는 날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 작은 증류소는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를 사용합
니다. 요청 시 투어가 가능하며, 증류장 주변을 둘러보고 증류주 및 제품 샘플에 대한 기초 교육을 포
함합니다. 다음 버번 트레일 여정은 웨스트 포크 위스키 컴퍼니(West Fork Whiskey Co.)입니다. ‘
특별한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인디애나폴리스의 평범한 세 명의 일반인’이 설립한 이 증류소에서
는 인디애나산 원료로 양주를 자체 생산합니다. 이곳에서는 증류소 투어, 시음, 계절별 수제 칵테일
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장소는 호텔 탱고(Hotel Tango) 수제 증류소로, 금주법 시행 이래 인디애
나폴리스 최초의 수제 증류소입니다. 이름은 창립자인 트래비스 반스(Travis Barnes)의 군사적 뿌
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증류소는 인디애나폴리스 시내의 유서 깊은 플레처 플레이스(Fletcher 
Place)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브라보 버번(Bravo Bourbon)과 같은 이름의 군사 테마를 상기시키
는 수제 칵테일을 제공합니다. 시음실은 겨울이면 거대한 돌 벽난로를, 여름에는 파티오를 즐길 수 
있는 멋지게 개조된 마차 차고입니다. 배불리 먹고 난 뒤에는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 플레처 플레이
스의 지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블루비어드(Bluebeard)로 향합니다.

숙박: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인디애나폴리스의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

2시간 11분/158km

2시간 48분/185km



켄터키주 베르사유 출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도착

2시간 정도 운전하여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미국 경마의 메카로 이동하세요. 처
칠 다운스(Churchill Downs)는 켄터키 더비 경마대회의 본고장입니다. 그랜드스
탠드 위로 솟은 쌍동이 첨탑을 감상한 후 켄터키 더비 박물관(Kentucky Derby 
Museum)을 방문해보세요. 이 박물관은 다양한 전시물과 영화, 사진을 통해 켄터
키 더비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처칠 다운스는 계절과 경기 일정에 따라 다양
한 투어를 제공합니다. 세크러테어리엇이 승리를 거두기 전 있던 마구간, 기수 클럽, 
밀리네어 지정 좌석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랙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 버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스티첼 웰러(Stitzel-Weller) 증류소의 위스키 시음장은 루이빌 시내
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증류소는 1935년 어느 더비 경마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불릿 버번(Bulleit Bourbon) 브랜드의 본거지인 스티첼 웰러 증류
소는 방문객에게 1879년에 릭하우스 배럴 저장 시스템이 고안된 창고를 둘러 볼 기
회를 제공합니다. 저녁 식사는 닥 크로우(Doc Crow’s)에서 즐겨보세요. 루이스빌 시
내의 역사적인 위스키 로우(Whiskey Row)에 위치하며 미국 남부 요리와 켄터키 전
통 요리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아직 켄터키 버번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면, 다양한 
선택 옵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 켄터키주 루이빌

켄터키주 루이빌 출발, 오언즈버러 도착

30분 정도 운전하여 짐 빔 아메리칸 스틸하우스(Jim Beam American Stillhouse)
가 있는 켄터키주 클레몬트 (Clermont)의 구릉 지대로 이동하세요. 셀프 가이드 무
료 투어 또는 전체 증류 과정을 망라하는 심도 있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버번에 대해 
알아보세요. 버번에서 영감을 얻은 프레드의 스모크하우스(Fred’s Smokehouse) 
카페에서 점심을 즐겨보세요. 다음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오스카 게츠 위스키 역
사박물관(Oscar Getz Museum of Whiskey History) 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식민
지 이전부터 금주 시대 이후까지의 희귀한 위스키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에이
브러햄 링컨의 주류 판매권, 희귀한 골동품 병과 밀주 증류기를 살펴보세요. 박물관
을 둘러본 후, 30분 정도 남쪽으로 이동하여 로레토에 있는 메이커스 마크(Maker’s 
Mark) 증류소를 방문해보세요. 원래 있던 곳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고 있는 증류소로, 
이곳의 부지는 수목원이기도 합니다. 투어는 각각의 병에 시그니처인 레드 왁스 씰을 
손으로 붙이는 공정을 포함하여 전체 버번 제조 과정을 둘러봅니다. 직접 병에 씰을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지와 맛있는 위스키를 즐긴 뒤, 2시간 반 정도 운
전하여 켄터키주 오언즈버러까지 이동합니다.

숙박: 켄터키주 오언즈버러

인디애나폴리스의 커낼 워크

2시간 57분/185km

2시간 24분/177km



켄터키주 오언즈버러

블루그래스 음악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Bluegrass Music Hall of Fame & 
Museum)이 있는 오언즈버러에서 블루그래스 역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여기
서 인터랙티브 전시물, 포스터, 의상, 라이브 악기 시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라이브 음악 일정도 확인해보세요. O.Z. 타일러 디스틸러리(O.Z.Tyler 
Distillery) 를 방문하여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 증류소는 그린 리버 디스틸러
리(Green River Distillery)로 시작하여 오언스버러에서 약 130년의 역사를 지
니고 있습니다.

숙박: 켄터키주 오언즈버러

켄터키주 오언즈버러 출발, 
테네시주 내슈빌 도착

내슈빌로 돌아가는 길에, 로진(Rosine)까지 45분을 달려 ‘블루그래스의 아버지’ 
빌 먼로의 유산이 있는 빌 먼로 박물관을 방문해보세요. 박물관은 그의 삶과 커리
어에 경의를 표합니다. 로진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
으며, 이곳 역시 투어가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두 시간을 운전하여 다시 테네시
주 내슈빌로 돌아와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숙박: 테네시주 내슈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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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터키주 오언즈버러

3시간/206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