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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hanga 리조트 & 카지노>, ‘베스트 남가주 카지노’ 선정
다음달 16일-17일 정동하·벤 콘서트도 개최

<Pechanga 리조트 & 카지노>가 최근 전국 주요 

매체들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좋아하

는 카지노와, 호텔이나 스파, 골프 코스, 레스토랑 등 

그 카지노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설들 순위에서 상

위권을 휩쓸었다.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 독자 투표에서 페창가는  

‘베스트 남가주 카지노’에 선정됐으며 인랜드 지

역의 일간지인 프레스엔터프라이즈 독자들은 페

창가를 남가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지노로, 페창

가의 켈시 바를 최고의 스포츠바라고 응답했다. 또 

USA 투데이가 매년 전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투표인 10Best.com에서 <Pechanga 리조트 

& 카지노>는 비 라스베가스 지역 베스트 카지노4위, 베

스트 카지노 호텔 3위, 그리고 베스트 카지노 레스토랑

(Umi Sushi & Oyster Bar) 2위에 올랐다. 서던캘리포니아 

게이밍가이드 독자 투표에서도 페창가는 베스트 카지노 

리조트,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베스트 포커, 베스트 스

파, 베스트 골프 코스등 5개 부문에서 1위를 휩쓸었다.

<Pechanga 리조트 & 카지노> 측은“<Pechanga 리

조트 & 카지노>가 여러 조사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모

든 고객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만족을 제

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echanga 리조트 & 카지노>는 오는 11월 16

일 (금, 오후 9시), 17일 (토, 오후 6시) Pechanga 극장에

서 불후의 명곡의 히어로‘정동하’와‘벤’의 라이브 콘

서트를 연다.

전설의 록밴드 부활의 최장수 보컬인 정동하는 2005

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보컬로 활동하며 큰 사랑

을 받았다. 부활 탈퇴 후 솔로가수로 데뷔한 그는 불후

의 명곡, 복면가왕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다졌다. 

특히 복면가왕에서는 이름과 얼굴을 가린 채 노래해 4

회에 걸쳐 가왕을 거머쥐기도 했다. 최근 OST 활동은 

물론 노트르담 드 파리 등 뮤지컬 배우로도 열연하고 

있다. 

벤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리틀 

이선희라 불려왔다. 2013년 퍼펙트 싱어에 출연, 최고점

을 기록하며 실력파 가수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녀는, 이

후 불후의 명곡에서 더욱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콘서트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 200달러, 150달

러, 110달러, 90달러, 70달러이며, 전화 (714-443-

3500)나 온라인 (koreanconcert.net)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페창가 리조트 & 카지노는

미국 최고, 최대 규모의 리조트/카지노 중 하나이

다. USA 투데이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카지노이자, 

2002년부터 내내 AAA로부터 다이아몬드 네 개 평

가를 받고있는 <Pechanga 리조트 & 카지노>는 머

무는 기간에 관계 없이 고객들께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휴가를 선사한다. 4,500개 이상의 인기 슬롯머신

과 테이블게임, 세계적인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1,090개

의 객실, 레스토랑, 스파는 물론, Journey at Pechanga를 

통해 대회 수준의 골프장을 제공하는 <Pechanga 리조

트 & 카지노>는 고객과 커뮤니티의 니즈에 단순 부응

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제공하는 명소 중의 명소이

다. Pechanga Band of Luiseño Indians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며, 21세 이상 성인만 입장할 수 있다.

▶ 자세한 정보 및 문의: 1-(877) 711-2946

                                       www.Pechanga.com

 

제 34회 ‘아리랑축제’ 열린다 … 11일-14일, ‘더 소스’ 몰

제 34회 아리랑축제가 오는 11-14일, 

부에나파크‘더 소스’몰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아리랑판타지, 청소년탤

런트쇼, K-POP 공연, 연예인 올스타

쇼, 사물놀이, 한국국악공연, 투호던

지기, 제기차기, 윷놀이, 굴렁쇠, 연날

리기 등의 한국 민속놀이, 한국 고전

무용 공연, 민속씨름대회 등 다양한 행

사가 열린다. 

특히 13일 열리는 올스타쇼에는 태

진아, 강남, 이동준 등 한국의 유명 연

예인들이 참가해 축제의 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축제를 주최하는 OC한인축제재단 

측은“올해 축제에서는 작년과 마찬가

지로 한국의 우수 상품과 농산물 판매 

부스, 음식물 판매 부스 등 150여 개

의 부스를 설치해 축제 참여자들이 좋

은 상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

다.”며,“한국의 인기 연예인들이 참가

해 명실공히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축

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리랑축제 주요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1일- 장터 오픈 (오전 10시), 만남

의 종소리 (오후1시), 풍물 놀이패 지신 

밟기 (오후 4시), 아리랑 판타지 1부 (오

후 5시), 개막식 (오후 7시), 아리랑 판타

지 2부 (오후 8시)

● 12일- 장터 오픈 (오전 10시), 멕시

칸 음악과 춤공연 (오후 1시), 태권도 

시범공연 (오후 3시), 케이팝 콘테스트 

(오후 6시), 가요제 (오후 8시)

● 13일- 장터오픈 (오전 10시), 골든

벨, 어린이 말하기, 글짓기 사생대회(오

후 2시), 다민족 민속 공연 (오후 3시), 

전통 민속 놀이 (오후4시), 주부 가요

제 (오후 6시), 아리랑 올스타 쇼 (오후 

8시)

● 14일- 장터오픈 (오전10시), 어린이 

세상, 한국어 만세 (오후1시), 장수무대 

(오후 3시), 청소년 탤런트 쇼 (오후 5

시), 폐막식 및 경품추첨 (오후 7시)

▶ 문의: (714) 228-1188

            arirangocfestiva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