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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HANGA 리조트 카지노> 재개장 … 안전 규정 따라 제한적 운영
임시 폐장 기간 동안 수 차례 방역 및 청소 … 취소된 공연도 일정 조율 중

캘리포니아 테메큘라 외곽에 위치한 <Pechanga 리조

트 카지노>가 다시 문을 열었다. 서부 해안 지역 최대 규

모를 자랑하는 카지노 및 리조트인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한 페창가 부족 

리더들의 결정에 따라 3월 16일부터 시설을 폐쇄했었다.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는 단계적, 점진적인 오픈 

방식을 취하며 6월 1일 (월) 정오부터 제한적 영업을 시

작했다. 

재개장 첫날, 고객들은 오전 8시 전부터 줄을 서기 시

작했고, 모두 최소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입

장 전 메인 입구에서 체온 검사를 받았다. 카지노 장 내 

슬롯 머신은 하나 건너 하나씩 전체의 절반 (약 2,500

개)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전원을 꺼놓았다. 테이블 게임

은 좌석수를 줄였고, 딜러와 플레이어, 그리고 각 플레

이어 사이에는 특수 아크릴 수지의 보호막이 설치되었

다. Pechanga 내 13개의 레스토랑 중 5개, 그리고 푸드 

코트 내 6개 매장 중 3곳만 문을 열고, 식당 내 손님 수

를 제한해 영업한다. 

페창가 개발사(Pechanga Development Corporation)

의 대표이사인 제러드 무노아(Jared Munoa) 씨는“저희 

Pechanga는 항상 저희 고객분들과 직원들,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라며“불과 

몇달 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카지노와 리조

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모든 운영 절차

와 제한 사항들은 안전과 건강을 위한 모범 사례와 지침

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재개장 첫날 LA에서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를 

방문한 베티 데이비슨(Betty Davison) 씨는“Pechanga

에 다시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기거나 지는 것에 

관계없이 그저 좋습니다. 여긴 어른들을 위한 디즈니랜

드 같은 곳이니까요.”라며 <Pechanga 리조트 카지노>

의 재개장을 반겼다.

<Pechanga 리조트 카지노>의 환경 서비스 부서는 임

시 폐장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전체 리조트와 카지

노 내 방역 및 청소 작업을 벌였다. 호텔 객실은 물론, 로

비, 레스토랑 및 주방, 슬롯 머신, 테이블 게임, 입구 및 출

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문 손잡이, 난간 

및 핸드레일, ATM 기기, 키오스크, 카운터 등을 포함한 

모든 구역과 기기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졌다. 

<Pechanga 리조트 카지노>측은 과거와 달라진 운영

방식과 방문객들이 지켜야할 규칙들도 소개했다.

● 개장 초기 단계 동안 실내 흡연은 금지된다.

● 손님들은 입장 시 네 개의 입구 중 한 곳에서 체온 측

정 기계를 통과해야 한다. 

● 반드시 얼굴 가리개(마스크 등)를 착용해야 한다. 

● 적절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슬롯머신은 한 

개 건너 한 개씩만 운영된다.

● 테이블 게임 수가 줄었다. 테이블 마다 아크릴 소재의 

투명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다.

● 오픈 초기 단계에는 레스토랑 별로 정상 수용 가능 인

원의 약 50%로 손님 수를 제한한다.  

● 줄을 서야 할 때는 각 손님 사이에 6피트의 물리적 거

리를 유지해야 한다. 

● 당분간 콘서트나 대형 이벤트는 개최하지 않는다.

2020년 6월 <Pechanga 리조트 카지노>에서 개최 예

정이었던 모든 공연은 잠정 연기됐다. 6월에 예정되었던 

모든 공연은 아티스트 및 기획사와 새로운 공연 일정을 

조율 중이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하면 이후 취소되었던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Pechanga 호텔은 현재 7월 1일자부터 예약을 받고 있

으며, 현재는 영업하지 않고 있다.  

Pechanga 빙고 및 포커장, 스파, 수영장 (The Cove), 

Eagle's Nest 나이트클럽, Pechanga 코미디 클럽은 이번 

초기 단계에는 오픈하지 않는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Pechanga Resort Casino)>는 

미국 최고, 최대 규모의 리조트/카지노 중 하나이다. 

USA 투데이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카지노이자, 2002

년부터 AAA로부터 다이아몬드 네 개 평가를 받고있

는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머무는 기간에 관계 없

이 고객들에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휴가를 선사한다. 

5,000개 이상의 인기 슬롯머신과 테이블 게임, 세계적인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1,090개의 객실, 레스토랑, 스파

는 물론, Journey at Pechanga를 통해 대회 수준의 골프

장을 제공하는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고객과 커뮤

니티의 니즈에 단순 부응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제공

해 드리는 명소 중의 명소이다. 

Pechanga Band of Luiseño Indians에 의해 소유 및 운

영되고 있다.

◈ 자세한 정보 및 문의

            (877) 711-2946(무료)

            www.Pechanga.com

▲ Pechanga 입구에 설치된 입장객 체온 관련 안내문(위)과 

입장 전 체온 검사를 받고 있는 고객. 사진= Pechan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