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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총 $100,000 이지플레이 및 현금 걸린 추첨 이벤트
<Pechanga 리조트 카지노>
설명절 (2월 12일)을 맞아 <Pechanga 리조트 카지노>
가 2월 한달 동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이벤트들
을 연달아 선보인다.

▣ 설날 맞이 $100K 이지플레이 & 현금 추첨 이벤트
금요일인 2월 5
일과 19일에 페창
가를 방문하면 매
일 100명에게 이
지플레이와 캐시
상금을 추첨 지급
하는 설맞이 특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들은
행사일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슬롯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 응
모권을 모을 수 있다. 추첨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해 밤 10
시까지 매 시간마다 진행되는데, 7시에는 총 50명에게
$250 이지플레이, 8시에는 25명에게 $500 이지플레이,
9시에는 20명에게 $750 이지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으
로 10시에는 총 5명의 당첨자에게 현금 $2,000을 증정
한다.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 $5K 행운의 빨간 봉투 증정 이벤트
플레이어들에게 더 많은 행운을 주고자 <Pechanga

리조트 카지노>
는 2월 중“행운
의 빨간 봉투”행
사도 마련했다.
클럽 회원들은 2
월 중 매주 화요
일 정오부터 밤
10시 사이에 프
로모션 공간을 방
문하기만 하면 최
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을 수 있다.

▣ 설 맞이 데코레이션
설날은 새롭게 일깨우고 새해를 맞이하는 상징적인 날
이다.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는 설을 맞아 전 리조
트에 걸쳐 새해 테마의 장식을 설치한다. 리조트는 붉게
빛나는 초롱불과, 기품있는 동양 스타일 화원 속 다리,
아름답게 핀 복숭아 꽃, 봄을 주제로한 2행시 전통 서예
등 다양한 요소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새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식물들은 실내 곳곳에 설치되어 모두 완벽
한 가족 및 셀카 배경이 되어준다.
<Pechanga 리조트 카지노> 이벤트 및 프로모션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877) 711-2946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Pechanga.com)를 방문하면 된다. 프로모션

은 21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는 다이아몬드 4개 등급
서비스에 걸맞는 종합적인 보건 및 안전 조치들을 갖
추고 있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다. 실행중인 보건 및 안
전 조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echanga.com/covid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소개
미국 최고, 최대 규모의 리조트/카지노 중 하나이다.
USA 투데이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카지노이자, 2002년
부터 AAA로부터 다이아몬드 네 개 평가를 받고있는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는 머무는 기간에 관계 없
이 고객들에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휴가를 선사한다.
인기 슬롯머신과 테이블 게임, 레스토랑, 대회용 골프코
스 Journey at Pechanga를 자랑하는 <Pechanga 리조
트 카지노>는, 고객과 커뮤니티의 니즈에 단순 부응하
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제공하는 명소다. <Pechanga
리조트 카지노>는 Pechanga Band of Luiseño Indians
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며, 카지노에는 21세 이상 성인만 입장
할 수 있다.
▶ 자세한 정보 및 문의: (877) 711-2946(무료)
www.Pechanga.com

OC한인상공회의소, 영 김 연방하원의원 초청 간담회
오렌지카운티(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노상
일), 북가주 샌타클라라한인상공회의소(회장 방
호열), 달라스한인 상공회의소(회장 김현경)가 공
동으로 지난 27일 영 김 연방하원의원 초청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세 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의 현실을 전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서 김 의
원은“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
정책 마련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코로나19 사태 조기 종료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진력하겠
다.”면서“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내
용들은 한인 상공회의소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회원들의 질의에 ●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반대 ●롱비치항구
정상화 위해 항구 운영자들 백신 접종 우선 접종
을 주지사에게 요구 ●PPP규정 완화를 통해 많
은 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논의
●소상공인 세금 감면 방안 모색 등의 답변을 전
하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
다고 다짐했다.

▲ 영 김 연방하원의원 초청 화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OC한인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