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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una Beach, California
XS 브랜드의 탄생지이자 고향
TM

Laguna Beach는 예술의 고장으로, XS 브랜드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이며 지속적으로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Laguna 비치,
산호초, 작은 만과 언덕들은 예술가와 모험가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는 것들입니다. 수 많은 어드벤처 스포츠 브랜드
설립자들이 이곳 출신이거나 이곳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XS와 같은 라이프스타일브랜드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Pacific Edge Hotel에 위치한 XS Center for Optimal
Fun에서 여러분의 업무를 처리하거나,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XS 실내/실외 공간은 Laguna Beach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팀 미팅이나 리트릿 모임은 물론,
평생에 잊지못할 파티와 같은 사교
모임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CENTER FOR OPTIMAL FUN(COF)

@ THE PACIFIC EDGE HOTEL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는 개별적인 XS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TM

XS 방갈로
해변가에 위치한 XS 개인 방갈로인 XS Center for Optimal Fun(COF)은
여러분의 심신을 충전시켜주는 동시에 모험과 기회에 대한 XS 브랜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디스코/티키 방갈로입니다.
호텔 전용 해변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방갈로로서 심신을 충전시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안락한 거실,
샤워실이 있는 전용 욕실, 칵테일 바가 갖추어져 있으며, 발레
파킹 서비스도 제공되고, 주문만 하시면 XS® Energy 드링크,
음식 및 음료수를 전용 데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XS 어드벤처
XS COF는 스탠드업 패들링, 서핑 레슨, 비치 클린업, 요가, 스노클링,
무료 다이브 투어, 산악 자전거타기, 하이킹이나 전용 해변에서의
휴식 등과 같은 Eco-Warrior Foundation과의 어드벤처 제휴를
통해 여러분이 Laguna Beach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본인과
본인의 팀에게 알맞은 어드벤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PACIFIC EDGE 호텔
Laguna Beach 해안선을 따라 면적이 3에이커에 달하며, 아트
갤러리, 상점 및 레스토랑들이 많은 Laguna Beach 중심가에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로 쉽게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및 뉴트리라이트 Center for Optimal Health(COH)까지
다니실 수 있습니다. 존 웨인/오렌지 카운티 공항(SNA)에서
15분, 로스 앤젤레스 공항(LAX)에서 1시간(출퇴근 외다른
시간대)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본인의 그룹 규모 및 예산에
따라 객실 사이즈와 편의 시설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XS COF는 모든 Amway IBO들을 위해 투어(월-목: 오전8시-오후10시, 금: 오전8시-오후12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및 주말 렌탈은 하루에
400달러이며, 식사와 음료를 최소 350달러 주문하셔야 합니다. 단, XS COF 개인 투어가 예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XS COF는 세계 각국의 Amway IBO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미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Laguna Beach에 오셔서 XS COF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적정 인원 수:

최적 방문 시기:

• X
 S 방갈로 사용료는
평일(월-금)에는 무료입니다.

XS 방갈로는 팀 미팅을 위해 12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원 수가 많을
경우 추가로 방갈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객실은 빈 방이 있을
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Laguna Beach는 언제나 방문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온이 70도 상반에서 80도 초반
사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날씨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XS 어드벤처, XS 방갈로 또는 COF 투어를
예약하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월 중순 - 9월 중순:
성수기
• 1월, 11월 및 2월:
비수기

• X
 S 오션 어드벤처는 1인당 75달러부터
시작하며, 단체 할인이 됩니다.
모든 활동은 단체 인원 수 및 활동
내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P
 acific Edge Hotel Amway
비수기 할인 요금 1박에 115달러부터
시작, 성수기에는 1박에 225
달러입니다.

Joel Vanderveen
Captain of Fun
949.436.0116
cof@xsgear.com
호텔 숙박을 예약하려면,
Pacific Edge에 연락하셔서
Amway 요금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949.494.8566 내선: 0
온라인 예약:
Corporate Code에서 Amway를 선택하십시오.
www.pacificedgehotel.com

XS Center for Optimal Fun (COF)
@ The Pacific Edge Hotel
647 S. Coast Hwy
Laguna Beach, CA 92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