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TED STATES

CALIFORNIA

NEVADA

San Francisco
Sacramento

Reno

Los Angeles

Las 
Vegas

LAKE TAHOE

SOUTH
LAKE

TAHOE

Stateline

Emerald
Bay

Heavenly
Mountain

Resort

Sierra-at-Tahoe

LAKE
TAHOE

Kirkwood Mountain Resort

to 
Sacramento

and San Francisco

to 
Reno

C
alifo

rn
ia

N
evad

a

50

50

50

89

89

88

88

여행 방법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 경계 지역에 인접하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솔트레이크시티, 새크라멘토, 리노,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 국제선 허브 공항을 통해 편리하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크 타호는 차로 이동 시 샌프란시스코에서 3시간 반, 

새크라멘트에서는 2시간 그리고 리노-타호 국제공항에서는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리노-타호 국제공항은 타 공항과는 달리 차량을 

대여나 리노까지 연결 항공편을 이용할 필요없이 매일 셔틀버스를 

3-4차례 운항하고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레이크 타호는 미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해발 1,897m 높이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 (Sierra 
Nevada) 기슭과 네바다 주 경계 지역에 인접해 
있는 거대한 호수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 곳에선 일년 내내 최고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고지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활동도 만끽하실 수 도 있습니다. 레이크 
타호는 북미 최대의 고산지대 호수로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은 물과 웅장한 풍경이 장관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레이크 타호에 
위치한 에메랄드 베이(Emerald Bay)는 전 세계 
사진가들이 선호하는 사진 촬영의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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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하이킹이나 낚시, 산악 자전거, 암벽 등반 및 
승마와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산 
지대에서 골프 라운딩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골퍼들에게 
선사할 것 입니다. 레이크 타호 남부 호숫가에는 바닷가 

해변을 연상하는 긴 모레 사장이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곳에서 보트, 

세일링, 제트스키, 카약, 패들보드, 
수중스키, 웨이크보드를 포함 미시시피 

스타일의 패들보트 크루즈나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다양한 수상 스포츠 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다양한 수상 스포츠  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
레이크 타호에는 카지노 리조트, 4/5 성급 호텔, 리조트, 
모텔, B&B, 렌탈 하우스, 애완동물 친화적인 숙소, RV 
리조트 및 캠핑장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박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 시설이 
구비된 대부분의 숙박 시설들은 레이크 타호 주변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아름다운 하얀 모래 백사장이 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타호는 미국에서 손 
꼽히는 인기 신혼여행 목적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년 내내 
결혼식을 올리거나 허니문 여행을 즐기는 커플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결혼식 그리고 로맨틱한 허니문을 
꿈꾸신다면 세계적인 인기 허니문 목적지인 레이크 타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레스토랑
레이크 타호의 호숫가에는 훌륭한 미식 레스토랑과 바, 뷔페 
식당 및 명품 수제버거와 수제 피자 등 다양하고 맛이 뛰어난 
레스토랑이 있어서 이곳에서는 개인 여행자, 커플,  가족 
단위 여행자 및 단체 관광객를 위한 식당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레이크 타호는 엔터테인먼트는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발할라
(Valhalla)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 예술 행사, 하비스
(Harveys) 지역에서 개최되는 엘튼 존,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와 같은 세계적인 팦 가수의 공연 및 여름 야외 콘서트까지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겨울에 개최되는 스노우글로브
(SnowGlobe) 공연 등 이 곳에선 연중 
내내 다양한 종류의 음악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우스 레이크 
타호에 위치한 여러 카지노는 라스베이거스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은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며, 특히 
산에 위치한 카지노라는 특징이 좀 더 친밀감을 줍니다.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은 크랩(Craps), 룰렛, 블랙잭, 포커 및 
슬롯 머신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겨울에는 초보자 코스에서 전문가 코스까지 다양한 코스를 
구비한 세계적 수준의 15개 스키 리조트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각각의 스키 리조트들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리조트 이용자들은 장비 대여는 
물론 스키와 스노우 보드 강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크 
타호 남부해안의 3대 스키 리조트로는 헤븐리-마운틴 
스키 리조트(Heavenly Mountain Ski Resort), 
커크우드-마운틴 리조트(Kirkwood 
Mountain Resort), 시에라-앳-타호 
리조트(Sierra-at-Tahoe)를 꼽을 
수 있습니다. 헤븐리-마운틴 스키 
리조트는 북미 최초의 스키 리조트 
중 하나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키 리조트 입니다. 이곳에선 레이크 타호의 아름다운 
파노라마 풍경과 네바다 주 카슨밸리(Carson Valley)의 
빼어난 경치를 즐기면서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키를 
타지 않는 경우 스노우모빌, 튜빙(Tubing), 아이스 스케이팅 
및 개썰매를 즐길 수 있으며, 낚시를 좋아하신다면 겨울철 
얼음 낚시 등과 같은 다양한 겨울 야외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및 개썰매를 즐길 수 있으며, 낚시를 좋아하신다면 
겨울철 얼음 낚시 등과 같은 다양한 겨울 야외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우스 레이크 타호 (South 
Lake Tahoe)는 레이크 타호
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호수 주변에 75% 정도의 숙
박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당, 쇼핑 상점, 엔
터테인먼트 시설도 구비되
어 있습니다

레이크 타호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뛰어난 자연 경관, 리조트 시설, 엔터테인먼트, 친절한 환대 등 
레이크 타호가 지닌 강한 매력으로 여행이 주는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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