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오아시스를 발견하세요

캘리포니아 남부의
오아시스

위치
로스앤젤레스 동쪽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그레이터
팜스프링스는 각광받는 남부 캘리포니아 관광지입니다.
그레이터 팜스프링스는 력셔리 호텔, 리조트, 스파가 어
우러져 독보적인 매력을 자랑하며, 세계 최상급의 국제
영화제, 음악 콘서트 등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의 9개 도시는 각기 다른 친
근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레이터 팜스프링스는 조
슈아 트리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palm springs international airport (PSP) air service
Edmonton

Bellingham

Calgary

Vancouver

Winnipeg

Seattle/
Tacoma
Portland

Toronto

Minneapolis/
St. Paul
Salt Lake City

San Francisco

Newark

Chicago
ORD

Denver

Los Angeles

PSP

Atlanta

Phoenix
Dallas/Ft. Worth

airlines servicing greater palm springs:
Air Canada
Alaska Airlines
Allegiant Air
American Airlines
Delta Air Lines
Flair

Frontier
JetBlue
Sun Country
United Airlines
WestJet

Houston

Routes and carriers are subject to change

팜스프링스 국제공항 (PSP)
스마터 트레블 닷컴(SMARTERTRAVEL.COM)에서 “스트레스
없는 미국 10대 국제공항” 중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는 팜스프
링스 국제공항은 격조 있게 또 친절하게 방문객들을 맞이합니
다. 팜스프링스 국제공항은 신속한 체크인 및 TSA 체크아웃, 신
속한 수화물 서비스, 호텔들과의 가까운 접근성으로 여행객들로
부터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항공 서비스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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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

교통 소요 시간

관문 도시

마일

킬로미터

샌프란시스코

498

801

샌디에이고

273

439

110

177

280

451

70

113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피닉스/스콧데일

온타리오

당일 여행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안자 보레고 주립공원
빅 베어 레이크
솔턴 호 유락지

110

177

61

98

78

126

94

151

테메큘라 와인 컨트리

53

85

69

111

아이딜와일드

87

140

45

73

보레고 스프링스/오코틸로 웰스

지역 근교 여행

애너하임/디즈니랜드
요세미티 국립공원

9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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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그랜드 캐니언

299

481

401

645

200

322

485

781

데스 밸리

산타바바라
새크라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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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도시
아름다운 오아시스

팜스프링스

고급 레스토랑, 쇼핑, 부티크 호텔, 1950-60
년대 현대건축 양식에서 풍기는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 팜스프링스 에어리얼 트램(Aerial Tramway)
• 팜스프링스 비행기 박물관(Air Museum)
•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 업타운 디자인 디스트릭트
• 빌리지 페스트(매주 목요일 밤)

데저트 핫 스프링스

이 정취 있는 도시는 천연 미네랄 온천과 냉수를 품고
있는 대수층에 위치하여 스파 서비스에 최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캐벗 푸에블로 박물관(Cabot’s Pueblo
Museum)
• 20개의 미네랄 온천 부티크 스파 리조트
• 뛰어난 식수로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휴양도시

라 퀸타

훌륭한 전경을 자랑하는 산타 로사 산으로 둘러싸여
골퍼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곳이자 뛰어난 레스토랑,
쇼핑, 하이킹 코스, 예술과 문화가 풍부한 관광지입니다.
• 데저트 클래식 PGA 골프 토너먼트
• 라 퀸타 아트 페스티벌
• 라 퀸타 올드타운
• PGA WEST

인디언 웰스

최고급 호화 리조트, 환상적인 스파, 쇼핑, 레스토랑,
연중 이용 가능한 오락 활동으로 유명한 특급 휴양
도시입니다.
• 인디언 웰스 아트 페스티벌
• 인디언 웰스 골프 리조트
• 인디언 웰스 테니스 가든(BNP 파리바 오픈)

인디오

“축제의 도시”이자 가족 지향적인 문화의 인디오는
농업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의
개성 넘치는 레스토랑, 하이킹, 그리고 빈티지부터 최신 본고장입니다.
트렌드 쇼핑까지 가족여행으로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 뮤직 페스티벌(코첼라 콘서트(Coachella), 역마차
사막 여행)
• 커디드럴 시티 타운 스퀘어의 암석 조각으로
장식된 고품격 분수대
• 엠파이어 & 엘도라도 폴로 그라운드(Empire &
Eldorado Polo Grounds)
• 빅 리그 드림 스포츠 파크
• 인디오 파우와우(Indio PowWow)
• 핫 에어 벌룬 페스티벌
• 국제 타말레 축제(International Tamale
• 페레즈 로드(Perez Road) 아트 & 디자인
Festival)
디스트릭트
•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어(Riverside County
란초 미라지
Fair) & 내셔널 데이트 페스티벌(National Date
Festival)
“대통령들의 플레이그라운드”라고도 불리는 뛰어난
• 실즈 데이트 가든(Shields Date Garden)
골프 코스의 본고장이자 풍부하게 설계된 조경, 특급
쇼핑 경험과 고급 레스토랑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코첼라
• 써니랜드에 위치한 아넨베르크 리트리트 호텔(The
Annenberg Retreat)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지역의 최단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된 멕시칸 아메리칸
• 아구아 캘리엔테 카지노 리조트 스파(Agua
문화를 기념하는 연례 행사와 팜트리로 유명한
Caliente Casino Resort Spa)에서 즐기는 쇼
• 어린이 디스커버리 박물관(Children’s Discovery 도시입니다.
• 솔턴 씨(Salton Sea)로 향하는 관문
Museum)
• 코첼라 벽화
• ANA 인스퍼레이션 LPGA(ANA Inspiration
LPGA) 골프 토너먼트
• 푸에블로 비에조(Pueblo Viejo) 역사 투어
• 매주 토요일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커디드럴 시티

팜 데저트

문화, 교육 관광 명소와 쇼핑 거리가 가득한 이
도시에서는 다양한 예산으로 레스토랑, 골프 리조트,
하이킹 코스, 쇼핑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데저트 스트리트 페어 컬리즈(College of the
Desert Street Fair)
• 엘파소(El Paseo) “사막의
(
로데오 드라이브”)
• 맥컬럼 시어터(McCallum Theatre) 예술 공연
• 천연기념물 방문센터(National Monument
Visitor Center)
• 팜 데저트 팜스프링스 미술관(Palm Springs Art
Museum in Palm Desert)
• 리빙 데저트 동물원 & 식물원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액티비티
•
•
•
•
•

카지노
에코-투어
골프
하이킹
할리우드 역사 투어

• 핫 에어 벌룬
• 지프 & 허머 투어
(Jeep & Hummer Tours)
• 풍력 발전소 투어
• 쇼핑
• 건축 투어

비슷한 매력을 공유하는 9
개 도시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브랜드는 물리적, 정서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9개 휴양도시가 공유하고 있는 매력을
반영합니다.
수백 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천연 보고로 주목받은
천연 온천수부터 장엄한 협곡과 산맥의 풍경을
고려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한때 이 지역을
신성한 성역으로 여겼던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술 & 문화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지역은 예술적 볼거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독특한 사막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은 야외
공간을 캔버스와 갤러리로 삼아 로컬 자재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560
만 달러가 투입된 데저트 컬리지(College of the
Desert)의 비주얼 아트 빌딩(2014), 팜스프링스
미술관, 그리고 최근 신축된 디자인 건축 센터(2014)
또한 생기 넘치는 예술적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지역이 예술 분야의 진화를
장려하는 활기 넘치는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1950-60년대 현대건축 양식

앨버트 프레이, 도날드 웩슬러, 존 로트너, E.
스튜어트 윌리엄을 포함한 유명한 건축가들로
대표되는 1950-60년대 현대건축 양식 덕택에
건축 및 디자인은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의 또 다른
매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RTSGPS 앱

팜스프링스 미술관

팜스프링스 미술관은 상시 전시되는 광대한 소장품과 함께 연중 다채로운 단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샤갈, 워홀, 리히텐슈타인, 무어, 프랑켄 텔러, 카 푸어,
저드, 모리스, 아담, 라우셴버그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artsGPS 앱은 손쉽게
공공 예술 작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튠즈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검색
지도로 보기
찾기

건강 & 웰니스
가장 유명한 온천수와 명상센터 중 일부는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오아시스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이 정착한
이후부터 1920년대 이후 할리우드 유명인들을
포함한 많은 방문객이 팜트리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온천욕으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9개 도시는 평화로운
자연 휴양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엄한
인디언 협곡을 따라 걷는 하이킹, 고대 폭포수 옆에서
진행하는 요가, 숨 막힐 듯 광활한 경치 속에서
느긋하게 즐기는 스파, 이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건강과 웰니스의 진수를 경험하세요.

건강과 웰니스의 진수를 경험하세요

장엄한 협곡을 배경으로 한 하이킹, 마음을
진정시키는 폭포수, 속삭이는듯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스파, 누구나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 레스토랑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의 정취가 깃든 풍미를
즐겨보세요. 현지 식자재로 만든 요리부터 아메리칸
정통 스타일에 창의적 양념이 가미된 요리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요리들로 가득합니다. 고급
나이트클럽, 훌륭한 다이닝, 와인 및 수제 맥주
페스티벌,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레스토랑 위크를
경험해 보세요. 놓치면 안 되는 식도락의 천국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이닝 옵션 풀 메뉴

야외 카페 부터, 캐주얼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분위기에서 독특한 음식과 영감이
가득한 메뉴를 즐겨보세요.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에서
다양한 레스토랑을 찾는다면 dineGPS.com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dineGPS를
팔로우하세요.

여름 300 일

“미서부의 골프 중심지”에서 즐기는 골프

아름다운 사막을 디자인된 골프장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골프 코스를 보유하고 있고
초보부터 숙련된 골퍼들까지 모두 즐겁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visitgreaterpalmsprings.com/golf
• 연중 오버시딩 (잔디관리) 스케줄
• 현지 골프 전문 매장
• 전문가 골프 레슨

• 골프 라운딩 후 추천 다이닝 옵션 (19번 홀)

피트 다이 (PETE DYE) — 라 퀸타 리조트 & 클럽
및 PGA 웨스트에 있는 총 9개의 골프 코스 중 4개를
포함,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 웨스틴 미션 힐스 골프
리조트 & 스파의 코스 레이아웃을 디자인했습니다.
닉 팔도 (NICK FALDO) — 닉 팔도가 디자인한
팜 데저트의 메리어트 섀도우 릿지 (Marriott’s
Shadow Ridge)는 골프위크지로부터 미국 최고
골프장 중 75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존 파우트(JOHN FOUGHT) — 파우트는 인디안
웰스즈의 이스트 코스(East Course)를 디자인하고
그가 디자인한 더 플레이어스 코스(The Players
Course)가 골프위크(Golfweek)가 선정한“최고의
코스”7위로 뽑혔습니다.

잭 니클라우스 (JACK NICKLAUS) — 인디언
웰스의 토스카나 컨트리클럽과 라 퀸타의 PGA
웨스트 잭 니클라우스 코스뿐만 아니라 에씨나
골프 클럽 (Escena Golf Club)의 닉클라우스
디자인 팀 코스는 클럽 하우스에서부터 그린까지
팜스프링스의 근사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테드 로빈슨 (TED ROBINSON) —“수경
환경의 왕”이라고 불리는 만큼 테드 로빈슨은 랜초
라스 팔마스 컨트리클럽과 JW 메리어트 데저트
스프링스에서도 그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 성향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리 슈미트 & 브라이언 컬리 (LEE SCHMIDT AND
BRIAN CURLEY) — 테라라고 내 인디오 골프
클럽 노스 및 사우스 코스를 디자인했습니다.

게리 플레이어 (GARY PLAYER) — 웨스틴
미션힐스 골프 리조트 & 스파의 게리 플레이어
시그니처 코스는 리조트 내 두 개의 챔피언십 코스
중 하나로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많은 골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톰 웨이스코프 (TOM WEISKOPF) — PGA
웨스트 내 톰 웨이스코프 프라이빗 코스는
팜스프링스 내 톰 웨이스코프가 디자인한 유일한
골프 코스이자 많은 골프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코스입니다.

그렉 노먼 (GREG NORMAN) — PGA 웨스트의 더
노만 코스는 24만 제곱미터의 대지에 9개의 해저드
연못과 그린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페어웨이가
있어 노련한 골퍼들도 어려워하는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놀드 파머 (ARNOLD PALMER) — 전설적인
골퍼로서의 명성만큼이나 이 지역에 다수의
아름다운 코스를 남겼습니다. 마운틴 뷰 컨트리클럽,
라 퀸타의 실버록 리조트와 PGA 웨스트 아놀드 파머
코스를 비롯, 팜 데저트 내 클래식 클럽, 인디언 릿지
컨트리클럽의 애로요 & 그로브 코스(Indian Ridge
Country Club’s Arroyo and Grove Courses)
와 랜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이 그 좋은
예입니다.

골프 토너먼트 코스

코첼라 밸리의 프로 골프 역사는 1955년 선더버드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11회 라이더 컵(Ryder Cup)
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막 골프의 매력을 담고 있는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에서 여러 골프 토너먼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유명한 골프 토너먼트로 스킨스
게임(Skin’s Game)과 빅혼 경기(Battle at
Bighorn)가 있었으며, 현재 PGA 투어 데저트
클래식과 LPGA ANA 인스퍼레이션, PGA 투어
콸러파잉 스쿨(PGA Tour’s Qualifying School)로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120개 골프 코스의 본고장이며 일부 코스는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 클래식 클럽, 팜 데저트

• 실버록 리조트(SilverRock Resort), 라 퀸타
• PGA WEST TPC 스타디움 코스, 라 퀸타

•P
 GA WEST 잭 니클라우스 시그니처 코스,
라 퀸타
• 테라 라고(Terra Lago), 인디오

• 인디언 웰스 골프 리조트, 인디언 웰스

캘리포니아 남부
사막지대
관광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62번 고속도로를 타고 창밖에 펼쳐지는 전경을 감상하며
트웬티나인 팜스에 도달하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합니다. 사막지대의 황야, 조슈아 트리로
이루어진 숲, 사막 야생동물, 흥미로운 풍경과 다채로운
역사가 어우러진 이 국립공원은 전 세계 방문객들이
모여드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일 년 내내 하이킹, 캠핑,
암벽 등반, 가이드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봄에는
화려한 봄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겨울잠에서 깨어난 사막
거북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지리적으로 뒤틀린 암석투성이 산과 화강암
기둥, 소 협곡과 얕은 호수, 충적 퇴적물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과 독특한
야생동식물 이외에도,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초창기
이곳에 정착했던 핀토인(Pinto Man)과 하이킹 트레일을
따라 찾을 수 있는 1800년대 골드러시 채굴꾼들이
몰려들었던 버려진 광산지대의 독특한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반 & 하이킹

암벽등반의 메카인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고산
사막지대는 전 세계 등반 마니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이 공원의 거대한 암벽과 잘 알려진 암벽의
갈라짐, 판석, 가파른 경사는 숙련된 등반 전문가들조차도
이곳을 찾게 하는 이유입니다. 400개가 넘는 등반 암석들,
800곳 이상의 등반 코스 중,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막 지대 주요 명소
앰보이 크레이터

01 (AMBOY CRATER)

캘리포니아 사막지대를 여행하세요

5

시각적, 지리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앰보이 크레이터는 대칭적 화산 분석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갈레타 메도우 보레고 스프링스

80

02 (BORREGO SPRINGS)

리카르도 브레세다가 금속으로 제작한
선사시대, 현대 동물 조각품을 찾아보세요.

메인 스트리트 벽화 바스토우

03 (BARSTOW)

66번 국도에서 유일하게 남은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걸으며 역사적 벽화가
가득한 야외 갤러리를 감상하세요. 가이드
동행 또는 셀프 가이드 워킹 투어에
동참하세요.

메인 스트리트 와일드 웨스트쇼
04 파이어니어타운
(PIONEERTOWN, 4월-10월)

옛 서부 개척 시대를 재현한 무대에서
미서부의 흥미로움을 경험해 보세요.
05 미첼 동굴

(MITCHELL CAVERNS)

동부 모하비 사막지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유일한 석회 동굴로서,
2017년 11월에 재개장되어, 관람객들은
선사시대 화석과 함께 정교한 석순과
종유석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06

인테그래트론 (INTEGRATRON)
랜더스 (LANDERS)

잊지 못할 소리에 몸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세요. 기분전환과 자기성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07 페트로글리프 공원 (PETROGLYPH PARK)
리지크레스트 (RIDGECREST)

컨 카운티의 새로운 공원에서 고대 아메리칸
원주민의 록 음악 연주를 감상해 보세요.

스카이 전망대 (SKY’S THE LIMIT

08 OBSERVATORY & NATURE CENTER)

트웬티나인 팜스 (TWENTYNINE PALMS)

만월 시기를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열리는
행사에서 사막지대의 밤하늘을 전망대에서
무료로 구경하세요.

09 캘리코 유령 마을 (CALICO GHOST TOWN)
여모 (YERMO)

캘리코 유령마을은 은광 채굴이 한창이던
1881년에 설립되었던 은광촌입니다. 12년
동안 500개 은광에서 채굴된 은광석 가치는
2,0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0 10 66번 국도 (ROUTE 66)
(니들스 - 산타모니카)

길을 따라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는 66번
국도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부로 떠나던
시대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Sacramento
80

San Francisco

캘리포니아에는 모하비, 콜로라도, 그레이트 베이슨을 포함하여 세 군데의 주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도 견줄만한
이 사막지대는 모험과 역사, 탐험의“테마파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방문객을 해발 280ft/85m 이상의 고지대로 이끌고, 지표면에서 끓어오르는
천연 미네랄 온천수로 건강과 웰니스 경험을 제공하며, 신비한 언덕과
계곡 아래 숨겨진 수백 개의 오래된 광산과 유령 마을에 대한 흥미를
되살려냅니다.
사막지대 평균 기온

DEATH
VALLEY
NATIONAL
PARK

California Deserts

월

Northern Desert
Central Desert

1월

MOJAVE
15 NATIONAL
PRESERVE

5

Southern Desert
Ontario
Los Angeles
Orange County

Greater
Palm Springs

San Diego

10

ANZA-BORREGO
DESERT STATE PARK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대략 3.2제곱 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도 견줄만한 명실 상부한
미국의 국보입니다. 압도적인 규모와 범위 이외에도
화강암 기둥과 굴곡 있는 암석으로 가득 찬 이
국립공원은 친환경 여행객, 아웃도어 모험가, 동식물
연구자들에게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두 가지의
생태계가 모여 이 사막지대의 공원을 형성했으며,
조용히 거닐거나 명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거친 바람과 비, 끊임없이
내리쬐는 태양으로 빚어진 자연의 조각품입니다.

배드워터 분지

(BADWATER BASIN)
데스 밸리(Death Valley) 최하단 지점으로 약 518
제곱 킬로미터에 걸쳐 새하얀 염분으로 뒤덮인
드넓은 평지입니다. 마치 달의 표면처럼 느껴지는
넓고도 적막한 지표면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밟을
때마다 부스럭거리는 결정체들은 극한의 기후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서지고 재형성된 것입니다.
이 고립된 분지는 데스 밸리의 배수 시스템으로
여겨집니다.

02

VISITCALIFORNIADESERTS.COM

최저기온
(º F / º C)

평균강수량
(in/cm)

70/21

44/6.5

1.16/2.95

3월

75/24

47/8

1.2/3.05

80/26.5

51/10.5

.49/1.24

5월

86/30

56/13

.05/.13

94/34.5

63/17

.02/.05

7월

104/40

70/21

.02/.05

108/42

76/24.5

.14/.36

9월

107/41

76/24.5

.29/.74

101/38

70/21

.22/.59

11월

91/33

61/16

.20/.51

76/24.5

48/9

.38/.97

70/21

40/4.5

.7/1.78

90.5 / 32.5

62.3 / 16.8

2.28

2월

JOSHUA TREE
NATIONAL PARK

최고기온
(º F / º C)

4월

6월

8월

10월

12월

연평균

산 안드레스 단층

(SAN ANDREAS FAULT)

산 안드레스 단층은 약 1287 킬로미터가량
캘리포니아를 가로지르며 16킬로미터 깊이로 뻗은
단층입니다. 이 단층은 대형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서, 코첼라 밸리를 따라 뻗어
있습니다. 지표면 위로 솟아오른 이 단층의 경이로운
형태가 방문객들에게 지질학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안자 (ANZA)
밤하늘 보호구역 (SAN
ANDREAS FAULT)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와 주변 사막지대를 찾는
방문객들은 청명한 밤하늘을 구경할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남쪽에서 1
시간 미만 거리에 위치한 보레고 스프링스는
캘리포니아 유일의 밤하늘 보호 도시로서 전 세계
15개 DSC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밤 하늘
보호 프로그램(International Dark Sky Places
Program)의 일환으로, 보레고 스프링스는 깨끗한
밤하늘에 수백만 개의 별들만이 빛나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여자들을 위한 휴가

종류 중 하나
경험담

ITINERARY에 추가

예술 & 문화
• 이 지역의 1950-1960년대 근현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건축 투어, 팜스프링스 아트 뮤지엄 및
써니랜드 센터 & 가든을 방문해보세요.
• 세계적인 팜스프링스 국제 영화제에 참가, 출품된
국제 영화를 관람하거나 유명 스타를 만나보세요.
• 라 퀸타 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해 예술적 영감을
발견해 보세요.
• 아구아 캘리엔테 문화 박물관 (Agua Caliente
Cultural Museum), 카보츠 푸에블로 박물관
(Cabot’s Pueblo Museum), 코첼라 밸리
역사박물관 (Coachella Valley History
Museum) 등을 방문하여 남부 캘리포니아의
역사를 배워보세요.
• 브로드웨이 연극, 재즈 카바레와 나이트클럽,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첼라 밸리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스테이지 코치 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생생한 음악과 연극을 즐겨보세요.

음식
• 300곳 이상의 노점상들이 참가하는 인디오의
국제 타말레 축제는 푸드 네트워크가 극찬한
곳으로 이 축제에 참가해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는
무대와 와인 및 맥주 가든을 감상해 보세요.
• 매년 10일 동안 열리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어
& 내셔널 데이트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음식과
놀이기구, 라이브 음악 콘서트를 즐겨 보세요.
• 매년 6월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레스토랑 위크
기간에 이 지역만의 특별한 요리를 맛보세요.
• 유명 셰프들이 참여하는 푸드 & 와인 페스티벌 팜
데저트에서 60종 이상의 프리미엄 와인, 샴페인과
최신 트렌드 요리를 맛보고, 음미하고, 배워보세요.
• 3시간 동안 음식 문화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저트
테이스티 투어에 참가해 보세요.

• 럭셔리한 팜 데저트의 엘 파세오 거리, 혹은
세련된 올드타운 라 퀸타에 들려 전문 매장이나
최신 유행을 반영한 부티크를 돌아보세요.
• 더 파커 팜 스프링스 (The Parker Palm
Springs), 스파 라스 팔마스 (Spa Las Palmas).
또는 투 번치 팜스 (The Bunch Palms)에서 하루
종일 고품격 스파를 즐겨보세요.
• 랜초 미라지에 위치한 페달 스핀 스튜디오(Pedal
Spin Studio)에서 그룹 요가나 스핀 강습을
경험해 보세요.
• 살얼음이 올려진 차가운 마가리타 한 잔과 함께
리조트 수영장에서 진정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 팜스프링스의 스펜서스 (Spencer’s), 치키스
(Cheeky’s), 팜 데저트의 윌마 & 프리다스 카페
(Wilma & Frieda’s Café). 인디언 웰스의 뷰
그릴 & 바 (VUE Grille & Bar), 또는 비노 & 빈야사
(Vino & Vinyasa)를 방문해 유명한 샴페인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남자들을 위한 휴가
• 더 서멀 클럽 (The Thermal Club) 내 BMW
퍼포먼스 센터 웨스트 (BMW Performance
Center West)에서 BMW M 시리즈 드라이빙
클래스를 통해 프로 드라이버와 함께 레이싱
트랙을 돌며 드라이빙의 전율을 느껴보세요.
• 세계 유수의 골프 코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챔피언십 골프 코스를 돌며 골프 라운드를
즐겨보세요.
• 하이킹, 자전거 타기, 수영, 테니스, 지프 혹은
모터사이클 투어를 경험하고 남성 전용 스파
서비스를 받으며 피로를 풀어 보세요.
• 코첼라 밸리 브루어링 컴패니나 라 퀸타 브루어링
컴패니, 베이브스 바비큐 & 브루 하우스 (Babe’s
Bar-B-Que & Brewhouse)에서 이 지역의 시원한
수제 맥주를 즐기거나 스카치 & 스트레치에서
프라이빗 요가 레슨을 받고 난 후 즐기는 와인과
스카치 테이스팅을 경험해보세요.

가족
• 세계 최대 규모의 회전하는 케이블카로 알려진
팜스프링스 에어리얼 트램(Palm Springs Aerial
Tramway)을 타고 올라가 산 정상에서 멋진
광경을 즐겨보세요.
• 4.8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리빙 데저트 동물원
& 식물원 (The Living Desert Zoo & Gardens)
에서 450여 종의 사막 동물을 관람하거나 다양한
어트랙션을 즐겨보세요.
• 웻 & 와일드 (Wet‘n’Wild) 워터파크장에서
파도 풀, 워터 슬라이드, 레이지 리버, 패밀리
펀 하우스 등 신나고 재밌는 다양한 어트랙션을
즐겨보세요.
• 지프나 허머 자동차에 올라타고 산 안드레스
폴트 (San Andreas Fault)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으로 모험을 떠나보세요.
• 윈디 포인트(Windy Point)에서 오프로드 렌털
ATV를 타고 사막 모래 언덕을 신나게 누벼보세요.

야외 활동
건강 & 웰빙
• 20여 개 부티크 스파 리조트가 밀집된 데저트 핫
스프링스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미네랄
온천수에 몸을 푹 담그고 피로를 풀어보세요
•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의 100여 개의 다양한
레벨의 트레일 코스에서 하이킹을 경험해보세요.
• Hikingingps.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오아시스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요가, 필라테스, 스피닝 등 풀 서비스의 피트니스
클래스에 참여해보세요.
• 리조트, 공원, 또는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테니스
경기나 레슨을 받아보세요. 최신 시설을 갖춘
인디언 웰스 테니스 가든은 사전예약 시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파머스 마켓이나 현지 레스토랑, 카페에 들려 이
지역에서 재배한 식자재로 요리한 건강한 음식을
맛보세요.

성 소수자를 위한 휴가
• 세계적 명성의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프라이드
페스티벌 & 퍼레이드에 참가해보세요. .
• 커디드럴 시티 LGBT 데이스 (Cathedral City
LGBT Days), 다이나 쇼어 위켄드 (Dinah
Shore Weekend), 제프리 생커스 화이트 파티
(Jeffrey Sanker’s White Party) 등 유명 파티에
참여해보세요.
• 매해 개최하는 시네마 디버스 팜스프링스
LGBTQ 영화 축제 (Cinerma Diverse: The Palm
Springs Gay and Lesbian Film Festival)을
참관해보세요.
• 성 소수자를 위한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파티를
즐겨보세요.
• 팜스프링스 업타운 디자인 디스트릭트에서
예술품을 쇼핑해보세요.

• 빅 휠 투어(Big Wheel Tour)에 참가해서
산악자전거 투어를 즐겨보세요.“어쓰퀘이크
캐니언 익스프레스(Earthquake Canyon
Express)”투어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경험을
해보세요.
• 팜 트리가 가득한 캐니언을 가로질러 스모크 트리
마구간에서 제공하는 승마 체험을 즐기며 내 안의
숨어있는 카우보이 기질을 느껴보세요.
• 경치 좋은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곳곳에서 축구와
골프를 결합한 풋 골프(Foot Golf)를 즐겨보세요.
•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의 팜 트리와 산 아래 광대한
대수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우전드 팜스
(Thousand Palms)의 코첼라 밸리 보호구역과
팜스프링스 인디언 캐니언에서 천연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며 야생 동물과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오솔길을 따라
하이킹, 암벽 등반을 하거나, 미국의 상징적인
천연기념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사진 촬영 기술을
연마할 수도 있습니다.

쇼핑
• 최신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팜 데저트 엘 파세오
쇼핑거리나 팜스프링스 다운타운에 있는 팜
캐니언의 부티크 숍에서 쇼핑해보세요.
• 빌라지페스트 (VillageFest)의 다채로운 야외
바자나 컬리지 오브 더 데저트 스트리트 페어를
돌아보세요.
• 팜스프링스 서쪽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데저트
힐스 프리미엄 아웃렛(Desert Hills Premium
Outlets)과 카바존 아웃렛(Cabazon Outlets)의
대규모 쇼핑몰을 구경하세요.
• 업타운 디자인 디스트릭트를 비롯해서, 커디드럴
시티 페레즈 아트 & 디자인 센터 (Cathedral
City’s Perez Art & Design Center), 또는 독특한
중고매장에서 근현대적 복고풍의 가구, 장식,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해보세요.
• 라 퀸타 올드타운과 랜초 미라지 더 리버에서
훌륭한 부티크 쇼핑과 다이닝을 한 번에
즐겨보세요.

1월
대표적인
연중 행사

•
•
•
•
•

팜스프링스 국제 영화제
PGA 투어
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
엠파이어 폴로 클럽 선데이 폴로
엘도라도 폴로 클럽 선데이 폴로 (1월 – 3
월)
• HITS 데저트 서킷 말쇼 (1월–3월)
• 데저트 핫 스프링스 스파 투어

2월

• 모더니즘 위크
• 투어 드 팜스프링스
•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어 & 내셔널 데이트
페스티벌
• 팜스프링스 순수 미술 페어
• 맥코믹스 컬렉터 자동차 경매
• 커디드럴 열기구 축제

3월
•
•
•
•
•

BNP 파리바스 오픈
라 퀸타 아트 축제
코첼라 밸리 야생화 축제
네이티브 영화제
리듬, 와인 & 맥주 즐기기

•
•
•
•
•
•
•
•
•

클럽 스커츠에서 개최하는 디나 쇼어 위켄드
LPGA ANA 인스퍼레이션 골프 토너먼트
엘파세오 패션 위크
아메리칸 다큐멘터리 영화제
인디언 웰스 아트 페스티벌
코첼라 밸리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스테이지 코치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
팜 데저트 푸드 & 와인 페스티벌
화이트 파티

•
•
•
•

친코 드 마요 피에스타
조슈아 트리 뮤직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뮤지엄 데이
아서 리옹스 필름 누아 페스티벌

4월

5월

6월

•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레스토랑 위크
• 팜스프링스 인터내셔널 소트페스트
• 스플래시 하우스

7월

• 독립 기념일 축제 & 불꽃놀이

8월

• 아이딜와일드 재즈 인 더 파인스
• 스플래시 하우스
• 팜스프링스 코믹콘

9월

• 시네마 디버스 영화제 : LGBT 영화 페스티벌
• 피에스타 패트리아스 – 엘 그리토

10월
•
•
•
•
•
•

조슈아 트리 루트 뮤직 페스티벌
리빙 데저트 핼러윈 파티
팜 데저트 골프 카트 퍼레이드
팜스프링스 여성 재즈 축제
모더니즘 위크 가을 프리뷰
데저트 트립 뮤직 페스티벌

•
•
•
•
•
•
•
•
•

재클린 코란 에어쇼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프라이드 페스티벌
팜스프링스 재향 군인 퍼레이드
란초 미라지 아트 어페어
데저트 아트 페스티벌
디아 드 로스 무에르토 USA
맥코믹 컬렉터 자동차 경매
리빙 데저트 와일드 라이트
인디오 파우와우

•
•
•
•

팜스프링스 라이트 퍼레이드 페스티벌
인디오 인터내셔널 타말레 페스티벌
팜스프링스 워크 오브 더 인
코첼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11월

12월

연중 행사

• 빌리지페스트 (매주 목요일)
• 컬리지 오브 더 데저트 스트리트 페어
(매주 토/일요일)
• 파머스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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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남부의 관광명소인 그레이터 팜스프링스는 9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마다 독특한 개성과S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티크 호텔에서 5
성급 호화 리조트까지 모든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는 영주권자 기준 354,923명, 거주 인구 수는 겨울 시즌(1월-5월)에
600,000명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SANTA ROSA
MOUNTAINS

T A

I N

62nd Ave

Salton Sea

도시 및 인구 통계*

팜스프링스(Palm Springs) 

데저트 핫 스프링스(Desert Hot Springs) 
커디드럴 시티(Cathedral City) 
란초 미라지(Rancho Mirage) 
팜 데저트(Palm Desert) 

인디언 웰스(Indian Wells) 
라 퀸타(La Quinta) 
인디오(Indio) 

코첼라(Coachella) 

*2016-2017 코첼라 밸리 경제 파트너십(CVEP) 연례보고서

관광 & 방문 통계

연간 숙박 체류 방문자 수: 
연간 당일 방문자 수: 

이용 가능 객실 수: 
호텔 수: 

45,402

28,164

54,264

17,510

50,417
4,974

38,489

87,533

24,568

570만 명

1,290만 명

16,000개 이상
200개 이상

기후

일조일수

연평균 300일

		

(연평균 강우량: 139 mm)

강우일수

평균기온
		

		
		
		
		
		

연평균 5.5일

1월 
43°-69° F • 6°-21° C
4월
59°-91° F • 15°-33° C
7월 
76°-108° F • 24°-42° C
10월
63°-93° F • 17°-334°C

여행 정보
구독
& 부가정보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오아시스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세요. 이 지역의 다양한
호화로운 체험을 경험한 후
보석과도 같은 관광 명소를
방문해 보세요. 현지에서 로스팅
한 커피, 패밀리 레스토랑,
주변 사막지대의 영향을 받은
수제 맥주,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고 개성 있는 관광지를
즐겨보세요.

콘텐츠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CVB
유튜브 페이지를 방문해서 더욱
많은 여행 정보와 동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앤디 라스코(Anndee Laskoe)
를 팔로우 하세요. 그녀의
경험을 참고해서 산 정상에
오르고, 먼지투성이 도로를
운전하며, 뜻밖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해 보세요.

“칠 체이서(Chill Chaser)”
에이미 예링턴(Amy
Yerrington)이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들을
찾아내었으니, 여러분이 직접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
최고의 맛 집, 쇼핑, 아드레날린
스릴, 예술작품, 나이트
라이프에 대해 배워보세요.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의 신나는
야외 활동 경험 전문가인“
투듀드(Two Dudes)”의 모험을
구경하고 공유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당신만의
오아시스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레이터 팜스프링스를
즐겨보세요.

Two
Dudes
find your oasis

지역 관련 자료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의 프로모션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쇄물과 온라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여행자를 위한 공식 가이드와
공식 골프 가이드, 관광지 및 지역
지도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l Paseo

• El Paseo. Nicknamed “Rodeo Drive of the Desert,” this flower
and art-trimmed strip in Palm Desert is home to Chanel and
other designer boutiques.
• Joshua Tree National Park. Native Joshua trees give the park
its name, and unique plants and animals abound. Bulbous rock
formations make “J-Tree” popular with rock climbers (lessons
available), plus there are day hikes, camping and historic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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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an Canyons. On Agua Caliente tribal land, the canyons are
just minutes from downtown Palm Springs and a world away with
undisturbed natural beauty from palm oases to waterfalls.
• Palm Springs Aerial Tramway. Soar 8,500 feet/2,950 meters
above the desert floor to pine-shaded Mount Jacinto State
Park. Trails lace the forest, and epic views abound.
• Sunnylands. Tour the breathtaking Rancho Mirage estate of
publishing magnate Walter Annenberg and his wife Lenore.
Book well in advance for house tours; admission to gardens is
free. Closed in August.
HIDDEN GEMS
• Empire Polo Grounds. While arguably best known as the site of
annual music blowouts like Coachella and Stagecoach, it’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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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of events

palm desert

MUST-SEES
• Desert Hills Premium Outlets. Find incredible bargains at
everything from Armani and Tory Burch to Banana Republic and
Calvin Klein in more than 180 stores.

creatively
decorated
golf carts
travel
down
El Paseo.
• Pappy & Harriet’s
Pioneertown
Palace.
Part of
a former
movie
set for Westerns, this modest venue is a magnet for quality
• College of the Desert Street Fair, a coll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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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First Weekends of the Month,” November-

• The Living Desert. This family favorite has excellent exhi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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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s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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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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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casingMay,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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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entertainment, from gallery exhibits to a popular

cruise night.

MORE IDEAS
CALIFORNIA WELCOME CENTERSM, YUCCA VALLEY.
Free brochures, maps, and tips on scenic drives, attractions,
dining, and lodging. 56711 Twentynine Palms Highway, Yucca
Valley, CA 92284; (760) 365-5464: cwcdrta.org

Greater Palm Springs is home to numerous events
each year. For a full list of events please visit
V I S I T G R E AT E R P A L M S P R I N G S . C O M
JANUARY

JUNE

• CareerBuilder Challenge
PGA Golf Tournament
• Desert Arts Festival
• Desert Women’s Show
• HITS Coachella Desert Circuit
Horse Show
• Palm Spring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Palm Springs Kennel Club
Dog Show
• Southwest Arts Festival
• Sunday Polo at Empire Polo
Club and El Dorado Polo
Club (Season Opens)
• Tour de Palm Springs

• Greater Palm Springs
Restaurant Week
• Palm Springs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 Splash House

FEBRUARY
• Modernism Week
• Art Palm Springs
• Riverside County Fair &
National Date Festival

MARCH
• BNP Paribas Open
• Coachella Valley Wildflower
Festival
• Fashion Week El Paseo
• Food & Wine Festival
Palm Desert
• La Quinta Arts Festival
• Native FilmFest
• Rhythm, Wine & Brews
Experience

APRIL
• American Documentary
Film Festival
• ANA Inspiration, LPGA
Tournament
• Club Skirts presents
The Dinah Shore Weekend
• Coachella Valley Music & Arts
Festival
• Indian Wells Arts Festival
• Stagecoach Country
Music Festival

MAY
• Arthur Lyons Film Noir Festival
• Cinco de Mayo Fiesta
• International Museum Day
• Joshua Tree Music Festival
• White Party

JULY
• Independence Day
Celebrations & Fireworks
(Various Cities)

AUGUST
• Idyllwild Jazz in the Pines
• Palm Springs Annual Elvis
Tribute Day
• Splash House

SEPTEMBER
• Cinema Diverse Film Festival

OCTOBER
• Coachella Valley Heart Walk
• Desert AIDS Walk
• Dia de los Muertos
• Joshua Tree Music Festival
• Howl-O-Ween at The
Living Desert
• Modernism Fall Preview
• Palm Desert Golf Cart Parade

NOVEMBER
• Cathedral City Hot Air
Balloon Festival
• Greater Palm Springs
Pride Festival
• Palm Springs Veteran’s
Day Parade
• Rancho Mirage Art Affaire

DECEMBER
• Coachella Christmas Parade
• Dennis James Golf Classic
• Indio International Tamale
Festival
• Palm Springs Festival of Lights
Parade
• Palm Springs Walk of the Inns

YEAR ROUND
• VillageFest (Thursdays)
• College of the Desert Street
Fair (Saturday/Sunday)
• Certified Farmers Markets:
Palm Springs Sat Oct - May
La Quinta Sun Oct - May
Palm Desert Wed Oct -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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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및 관광 가이드를 위
한 정보
햇볕이 가득한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의 오아시스에서
고객들에게 잊지 못한 경험을 선사하십시오. 산
안드레스 단층을 따라 걷기,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장엄한 경치와 함께 즐기는 하이킹, 현지 식자재로
요리한 음식의 풍미 경험하기, 1950-60년대
건축물을 구경하며 기분 전환, 단지 물가에서 즐기는
시원한 휴양 중 고객들이 어느 체험을 원하든 간에,
이곳에서의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100+ 하이킹 코스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에는 초급자에서 상급자 등
다양한 레벨에 적합한 하이킹 코스가 100개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ikingingps.com 캘리포니아 서부에서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오아시스, 그레이터
팜스프링스를 방문해 이곳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겨보세요.

800.967.3767 | 760.770.9000
visitors center hours
m–f 8:30 am – 5:00 pm

How to get here:

DESTINATION MAP

BY CAR:
From Los Angeles
Take Interstate 10 East
> Drive time about 2 hours

9 cities.
one beautiful oasis.

From San Diego
Take 163 North to 15 North to
215 East to 60 East to 10 East
> Drive time about 2.5 hours
From Orange County
Take 55 North to 91 East to 60
East to Interstate 10 East
> Drive time about 2 hours

5

BY AIR:

이 같은 통계와 기록 자료, 이야기들은 그레이터
팜스프링스를 한층 매력적인 관광지로
재발견하도록 해줍니다. 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꼭 방문하지 않아도 관광업계 직원을
숙련된 여행전문가로 육성해줄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visitgreaterpalmsprings.com/travel-trade/
training/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15

Ontario
Los Angeles
Orange County

The Palm Springs International Airport,
located just three minutes from downtown
Palm Springs, offers direct flights from 18
markets and is served by ten major carriers.

그레이터 팜스프링스 지역이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애호하던 휴양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재는 윌로우 히스토릭 팜스프링스 인(Willows
Historic Palm Springs Inn)가 있는 언덕
벤치에서 종종 명상하곤 했던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한, 그레이터 팜스프링스에 있는 수영장
수가 50,000개 이상이라는 것은 아셨나요? 사실, 이
지역의 1인당 수영장 수는 미국 최고 수준입니다.

에이전트 교육 프로그램

80

Sacramento
80

San Francisco

5

교육 및 훈련 기회

Greater Palm Springs
10

현재 브랜드 USA와 캘리포니아 관광청이 제공하는
두 개의 에이전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an Diego

DEATH VALLEY NATIONAL PARK
Find your oasis and chill in Greater Palm Springs.
ENGLISH
Find cool deals at chillpass.com

V I S I T G R E AT E R PA L M S P R I N G S . C O M

일부 자료는 요청에 따라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소셜미디어 팔로잉 하기

facebook.com/VisitGreaterPalmSprings
twitter.com/VisitGreaterPalmSprings
youtube.com/PalmSpringsUSA
instagram.com/VisitGreaterPalmSprings
UK Representation: Black Diamond,
www.blackdiamond.co.uk
+ 44 207 257 6180
France Representation: mN’Organsiation,
www.mno.fr +33 (0)1 39 18 99 99
Germany Representation: MSi,
www.msi-germany.de, +49 6102 88479 0
Australia Representation: Gate 7,
www.gate7.com.au, +61 2 9356 2945
China Representation: Aviareps,
www.aviareps.com, +86 2 63 59 15 35

여행사 혜택 (10월)
고급 리조트, 부티크 호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파, 챔피언십 골프, 다이닝,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제공하는 팜스프링스는 방문 횟수와 시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멋진 문화로
유명합니다.“VIP Chill 카드”를 통해 여행 업계
종사자들은 팜스프링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visitgreaterpalmsprings.com/agentsofchill

USA 디스커버리 프로그램(USA Discovery
Program)은 브랜드 USA의 공식 온라인 에이전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관광업계가 인증한 관광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관광지 및 관광 체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트들은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각주와 지역별 지리 정보를 학습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에이전트들은 특수 배지(badge)와
파트너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메가팸(MegaFam), 라이브 이벤트, 웨비나
(webinars), 피어투피어 학습(peer-to-peer
learnin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의 역동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캘리포니아 스타(California STAR)는 교육 및
판매, 전문가 육성 학습을 통해 여행 상품 판매
증진과 캘리포니아 관광 경험에 대한 에이전트의
지식을 확대하고 숙련된 캘리포니아 여행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세요.
tourism@gpscvb.com

9개의 리조트 도시로 구성된 아름다운 오아시스
VISITGREATERPALMSPRI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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