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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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쇼핑, 외식과 휴양 면에서 단연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여행지, 비벌리힐스 관광청 방문객에게 만족을 주는 
도시는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가까운 
중심부에 위치한 비벌리힐스는 캘리포니아주 남부를 여행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목적지입니다. 비벌리힐스 관광청의 
목표는 이곳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도시의 우수한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즐기고 비벌리힐스만의 특별함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최고를 추구하고 
즐기고자 한다면 꼭 방문해야 할 여행지로 늘 손꼽히는 
비벌리힐스. 이 도시를 여행하며 직접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환영합니다 

Rodeo Drive Walk of Style®

그레이스톤 맨션 & 정원: 도헤니 저택

투 로데오 드라이브

Montage Beverly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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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벌리 힐스에는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의 

호화로운 지역 내에서 럭셔리한 객실과 

비할 데 없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호텔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비벌리 힐스는 미국에서 

Forbes Five Star와 AAA Five Diamond

를 받은 호텔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의 호텔들은 영화배우, 왕족, 영화계 

주요인사는 물론 일반 방문객 모두에게 

일류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처럼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원한다면 누구라도 취향에 맞는  최고급 

럭셔리를  체험할  수  있는  비벌리 
힐스의 호텔만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호텔

The Beverly Hills Hotel and Bungalows

Montage Beverly Hills

AKA Beverly Hills
155 North Crescent Drive  
(310) 385-1924 
stayaka.com

AKA Beverly Hills는 7박 이상 머물 럭셔리 
숙소를 찾는 경우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 고급 
현대식 주택 단지에는 가구가 비치된 88개의 
넓은 1베드룸 레지던스, 2베드룸 레지던스와 
화려한 복층 타운하우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KA는 특히 고급스러운 주방, 주문 
제작한 가구, 우수한 편의 시설, 개인 맞춤화된 
세심한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Avalon Hotel Beverly Hills
9400 West Olympic Boulevard  
(310) 277-5221 
avalon-hotel.com 
 
84개의 디럭스룸을 제공하는 Avalon Hotel 
Beverly Hills에는 현대적인 럭셔리와 세기 
중반 스타일이 어우러져 캘리포니아주의 
여유 있는 파티오 라이프스타일이 녹아 
있습니다. 한때 메릴린 먼로와 루실 볼 같은 
유명 연예인이 거주했던 이곳은 그 후 켈리 
웨어스틀러가 재구상 및 설계하여 호텔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The Beverly Hills Hotel and 
Bungalows 
9641 West Olympic Boulevard  
(310) 276-2251
dorchestercollection.com

The Beverly Hills Hotel and Bungalows는 할리우드 
전성기의 호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Forbes Five Star와 AAA Five Diamond를 받은 이 
호텔은 208개의 객실과 스위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1912년 문을 연 이래 연예인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The Beverly Hilton 

9876 Wilshire Boulevard  
(310) 274-7777
beverlyhilton.com

Forbes Travel Guide Four Star를 받은 이 호텔은 
윌셔 대로와 산타 모니카 대로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비벌리 힐스의 입구와도 
같은 곳입니다.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등 인기 
스타들이 대거 참석하는 유명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Beverly Hilton은 101개의 스위트를 
포함하여 569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everly Wilshire,  
A Four Seasons Hotel
9500 Wilshire Boulevard  
(310) 275-5200
fourseasons.com

비벌리 힐스 중심부에 위치한 Beverly Wilshire, 
A Four Seasons Hotel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많은 스위트를 보유한 호텔로 총 395
개의 객실과 스위트 중 스위트가 137개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존 레논, 워렌 비티 등 
할리우드 스타와 세계적인 주요 인사는 물론 
영국 왕족에게 제공되는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일반 투숙객도 누릴 수 있습니다. 

AKA Beverly Hills

The Beverly Hills Hotel and Bungalows



6 7

Crescent Hotel 
403 North Crescent Drive  
(310) 247-0505
crescentbh.com 

35개의 매력적이고 화려하며 세련된 객실을 
제공하는 Crescent Hotel은 로스앤젤레스의 
정신에 부합하면서도 현대적인 럭셔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호텔입니다. 

Hotel Beverly Terrace
469 North Doheny Drive  
(310) 274-8141
hotelbeverlyterrace.com 

Hotel Beverly Terrace의 객실 39개는 주문 
제작된 가구와 예술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호텔은 아늑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옥상 
테라스에서 할리우드 힐스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Hotel del Flores
409 North Crescent Drive  
(310) 274-5115
hoteldelflores.com 

Hotel del Flores는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단 세 
블록 떨어진 아늑한 호텔로 3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uxe Rodeo Drive Hotel 
360 North Rodeo Drive  
(310) 273-0300
luxehotels.com 

세련된 제트셋족을 위한 고급스러운 Luxe 
Rodeo Drive Hotel은 유명한 로데오 드라이브에 
위치한 유일한 호텔입니다. 심플하면서도 
고상한 스타일로 꾸며진 객실 88개를 
제공하는 이 호텔은 편안한 우아함과 럭셔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Maison 140
140 South Lasky Drive  
(310) 281-4000 
maison140.com  

Maison 140는 1930년대 건축된 아늑한 부티크 
호텔입니다. 켈리 웨어스틀러가 설계한 이 
호텔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파리 스타일 객실 4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oveBeverlyHills.com/hotel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ontage Beverly Hills
225 North Canon Drive  
(310) 860-7800 
montagehotels.com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조금 떨어진 골든 
트라이앵글에 위치한 이 호텔은 Forbes Five 
Star를 받았으며, 옛 할리우드와 현대적인 
럭셔리가 조화를 이룬 55개의 스위트를 
포함한 201개의 호화로운 객실을 제공합니다. 

The Mosaic Hotel
125 South Spalding Drive  
(310) 278-0303 
mosaichotel.com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편의 
시설을 갖춘 Mosaic Hotel은 레저 여행객과 
비즈니스 방문객 모두 머물기 좋은 곳으로 
럭셔리 가구와 최첨단 기술 시설을 갖춘 
스위트를 포함한 49개의 현대적인 객실을 
제공합니다. 

The Peninsula Beverly Hills
9882 South Santa Monica Boulevard  
(310) 551-2888 
peninsula.com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24년 연속으로 
Forbes Five Star와 AAA Five Diamond를 받은 
유일한 호텔인 The Peninsula는 우아한 앤틱 
가구와 예술품으로 꾸며진 195개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SIRTAJ Hotel Beverly Hills
120 South Reeves Drive 
(310) 248-2402
sirtajhotel.com 

32개의 객실을 보유한 SIRTAJ는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입니다. 
독립심이 강한 여행객이 머물기 좋은 이곳은 
동양풍의 현대적이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SIXTY Beverly Hills
9360 Wilshire Boulevard  
(310) 273-1400
sixtyhotels.com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SIXTY Beverly Hills는 세련된 현대적인 
가구로 꾸며진 품격 있는 객실 107개와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옥상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Viceroy L’Ermitage Beverly Hills
9291 Burton Way  
(310) 278-3344
viceroyhotelsandresorts.com 

Viceroy L’Ermitage Beverly Hills는 15년 
연속으로 Forbes Five Star와 AAA Five Diamond
를 받았습니다. 럭셔리와 품격이 고스란히 
녹아든 116개의 화려한 객실과 스위트에서 
새로운 현대적 럭셔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Waldorf Astoria Beverly Hills
9850 Wilshire Boulevard
(310) 860-6666
waldorfastoriabeverlyhills.com

럭셔리 호텔 브랜드의 미국 서부 1호점인 
Waldorf Astoria Beverly Hills는 119개의 
디럭스룸과 51개의 스위트를 제공하며, 어느 
방향을 둘러봐도 기막힌 전경을 자랑합니다. 
이 5성 호텔은 럭셔리한 객실, 편의 시설, 호텔 
명성에 걸맞은 고유한 서비스, 미슐랭 스타 
셰프인 장 조지 봉게리크텐이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7년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Crescent Hotel

SIXTY Beverly Hills The Peninsula Beverly Hills

Montage Beverly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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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age Beverly Hills의 Georgie, Beverly 
Wilshire의 CUT, Viceroy L’Ermitage Beverly 
Hills의 Avec Nous 등 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들은 깊은 인상을 남기는 독창적인 
요리를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  비벌리 힐스에는 아늑한 카페, 매력적인 
비스트로는 물론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과 
치즈케이크 팩토리 등 유명 음식점이 자리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음식점은 이곳에  
1호점을 두고 있습니다. 

•  건강한 삶을 중히 여기는 비벌리 힐스에는  
M Café, Cabbage Patch와 Oliver Café & Lounge 
등 건강을 고려한 음식점이 여러 곳 자리해 
있습니다. 

•  Bar Bouchon, Via Alloro, Nate ‘n Al, Il Pastaio, 
Ocean Prime 등 수많은 레스토랑에서 야외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비벌리 힐스에는 이탈리아, 일본, 인도, 미국, 
중국, 프랑스, 베트남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이 자리해 
있습니다. 

요리별 음식점 전체 목록을 보려면 LoveBeverlyHills.com/restaurants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벌리 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쇼핑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비벌리 힐스 
쇼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데오 드라이브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패션 브랜드에서부터 유일무이한 현지 
부티크까지, 다양한 매장이 밀집한 비벌리 힐스는 골든 트라이앵글로 알려진 걸어 
다니기 좋은 조밀한 지역에 자리한 쇼핑의 낙원입니다. 

•  루이뷔통, 발렌티노, 로베르토 카발리, 버버리, 
톰 포드, 샤넬, 롤렉스 등 세계적인 명품 
매장이 로데오 드라이브에 늘어서 있습니다. 

•  베벌리 드라이브, 캐논 드라이브, 캠던 
드라이브, 브라이턴 웨이, 데이턴 웨이 등 
이웃한 거리에는 산드로, 띠어리, 앨리스 앤 
올리비아 등 멋지고 세련된 부티크는 물론 
미국 전국에 체인점을 둔 소매업체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  바니스 뉴욕, 삭스 피프스 에비뉴, 니만 마커스 
등 고급 백화점이 윌셔 대로의 한 구역을 
차지하는 백화점가에 자리해 있습니다. 

종류별 매장 전체 목록을 보려면 LoveBeverlyHills.com/shopping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맛 기행지로서 비벌리 힐스의 명성은 고급 쇼핑지로서의 평판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행객이라도 취향과 상황에 꼭 맞는 음식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쇼핑

투 로데오 드라이브

Mastro’s Beverly Hills

Bouchon Bistro

샤넬미키모토

앨리스 앤 올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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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주말, 일생일대의 가족 여행, 기억에 남을 행사 등 어떤 이유로 비벌리 힐스를 
찾든 이 한 도시에서 문화, 럭셔리와 재미를 모두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비벌리 힐스 트롤리에 올라 40분간 경이로운 예술, 건축,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는 즐거운 내레이션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Tour du Jour와 Starline 등 사설 투어업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독특한 투어 중 하나를 
선택해 비벌리 힐스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도보, 세그웨이, 자전거, 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비벌리 힐스를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아트 갤러리가 가까우며, 도시 곳곳에 눈을 사로잡는 
공공미술 작품, 조각물, 설치 미술품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  여름에는 베벌리 캐논 가든스에서 야외 영화와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등 비벌리 힐스에 
즐길거리가 넘쳐납니다. 

•  베벌리 가든스 공원의 유명한 비벌리 힐스 표지판과 수련 연못, 비벌리 힐스 관광 
안내소의 비벌리 힐스 쉴드 앞에서 사진도 꼭 찍어보세요.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유용한 팁은 LoveBeverlyHills.com/things-to-do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광

베벌리 가든스 공원의 비벌리힐스 표지판과 수련 연못

Montage Beverly Hills의 Spa Montage

Beverly Wilshire, A Four Seasons Hotel의 The Nail Bar

세계 최고급 환대로 유명한 비벌리 힐스만큼 휴식과 호화로운 서비스를 즐기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 도시 정도의 면적에 스파, 살롱, 뷰티 트리트먼트 센터가 이렇게 
밀집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호텔이나 독립 운영되는 스파에서 초호화 페이셜 또는 
바디 트리트먼트를 받거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유명 인사들을 상대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으로 일생일대의 변신을 시도해 보세요. 

비벌리 힐스에는 세계 최고의 개인 트레이너와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있을 뿐 아니라 
SoulCycle, Physique 57, Equinox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혁신적인 브랜드의 피트니스 
센터가 자리해 있습니다. 유명 스타들의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하는 트레이닝 세션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 스파, 뷰티, 피트니스 옵션 전체 목록을 보려면 LoveBeverlyHills.com/things-to-do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파, 뷰티, 피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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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벌리 힐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긴밀한 관련성에서 비롯한 100년이 넘는 역사가 
보존된 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풍부한 할리우드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역사가 오래된 호텔(The Beverly Hills Hotel and Bungalows, Beverly 
Wilshire, A Four Seasons Hotel, Avalon Hotel Beverly Hills, The Beverly Hilton)에 그 문화가 
깊이 서려 있습니다. 

•  월리스 에넨베르그 센터 – 역사적인 건축물인 1933년 이탈리아 양식의 비벌리 힐스 
우체국과 현대적인 건물이 결합된 더 월리스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한 웅장한 공연 
센터입니다. 500석을 갖춘 최첨단 Bram Goldsmith Theater와 150석 Lovelace Studio 
Theater는 젊은 관객을 위한 연극, 음악, 춤, 오페라와 전문 공연을 선보입니다. 

•  그레이스톤 맨션 & 정원: 도헤니 저택 - 비벌리 
힐스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문화 명소입니다. 
유명한 과거의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 그레이스톤 
맨션은 구릉 지대에 조용히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십 편의 영화가 촬영되기도 했는데, 
<위대한 레보스키>, <다크 나이트>, <소셜 네트워크
>, <고스트버스터즈>, <데어 윌 비 블러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 경내는 입장이 무료이며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둘러보며 
도시의 멋진 전망도 즐겨보세요. 

•  공공미술 – 도시 전역에 60점이 넘는 공공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작품으로는 로데오 드라이브에 있는 로버트 
그레이엄의 <Torso>, 베벌리 가든스 공원에 있는 
쿠사마 야요이의 <Hymn of Life:  
Tulips>, 더 월리스에 인접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Coups de Pinceau> 조각상 등이 있습니다. 

.•  로데오 드라이브 워크 오브 스타일® –  
2003년에 도입된 워크 오브 스타일은 패션 
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이바지한 유명 
디자이너들을 기념합니다. Rodeo Drive Walk of 
Style® 입성자는 서명이 포함된 영구 명판으로 
영원히 헌정되며, 이 명판은 로데오 거리를 따라 
뻗은 보도에 새겨집니다. 로데오 드라이브 워크 
오브 스타일 어워드의 수상자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마놀로 블라닉, 버버리와 슈퍼모델인 
이만 등이 있습니다. 

예술 & 문화

그레이스톤 맨션 & 정원:  
도헤니 저택

더 월리스에 전시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Coups de Pinceau>

로데오 드라이브 자동차 전시회

비벌리 힐스에서는 연중 내내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방문하기 전에 LoveBeverlyHills.
com/events의 이벤트 캘린더에서 전체 행사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기농 농산물과 고급 특산물을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은 매주 일요일 오전에 열리며, 
현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  예술에 관심이 많다면 매년 5월과 10월에 야외에서 열리는 비벌리 힐스 아트쇼를 놓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열성 팬들에게는 클래식 빈티지 자동차의 디자인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5월에 열리는 그레이스톤 맨션 자동차 전시회와 6월에 
열리는 로데오 드라이브 자동차 전시회가 그것입니다. 

•  연말연시가 되면 눈부신 장식과 기념행사 등으로 들뜬 분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로데오 
드라이브에서는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이어진 연말연시 분위기에 어울리는 스펙타클한 
점등식이 열립니다. 

•  비벌리 힐스에서는 중국 테마 호텔 패키지, 일부 레스토랑의 특별 메뉴, 중국 문화를 
기념하는 저녁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춘절(구정)을 기념합니다. 

주요 연례행사

교통수단

비벌리 힐스와 그 주변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모든 주요 공항은 물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기차역인 유니언 스테이션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택시 이용 시 요금은 $45~$55(팁 별도), 공항 밴 이용 시 
요금은 1인당 $20~$30(팁 별도)입니다. 각 터미널의 수하물 찾는 곳 바로 밖에 택시와 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리무진과 렌터카 서비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벌리 힐스에 도착한 후에는 
관광 안내소 컨시어지가 교통편 예약을 도와드리며, 로스앤젤레스 내 모든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비벌리 힐스 시 곳곳에는 수많은 공용 주차장이 있어 주차가 편리합니다. 많은 주차장에서 
오후 6시 이전에 최대 2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대부분 거리에 주차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요금이 부과됩니다. 

•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거나 월별 또는 연간 사용료를 내고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비벌리 
힐스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 도시를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BeverlyHillsBikeShare.
com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리프트와 우버 등 합승 서비스를 이용해 도시 내 픽업/드롭오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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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벌리힐스 관광청

비벌리힐스 관광청 (BHCVB: Beverly Hills Conference & Visitors Bureau)
는 방문객, 미디어업계와 여행업계 종사자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갖춘 도시의 
관광마케팅기관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팸투어, 시장과의 만남, 호텔 방문 
등을 통해 비벌리힐스 관광청을 체험하고 싶은 미디어업계와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비벌리힐스 관광청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 및 이벤트 기획자들도 
비벌리힐스 관광청에 연락하면 모임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따라 적절한 현지 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유용한 여행 팁

•  비벌리 힐스 관광 안내소는 무료 컨시어지 서비스 등 맞춤화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벌리 힐스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며, 역사적인 이미지 갤러리를 운영합니다. 도시의 
많은 명소를 둘러보고 체험하기 전에 먼저 들르기 좋은 장소입니다. 

•  비벌리 힐스는 연중 내내 기온이 온화하고 날씨가 좋습니다. 일일 평균 기온은 
24°C(75°F)이며, 강우량이 매우 적습니다. 

•  AFEX 환전소가 327 North Beverly Drive에 편리하게 자리해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팁을 주는 것이 관례이며, 대규모 단체에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서에 팁이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택시, 살롱이나 스파 이용 시에는 총금액의 15~20% 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벨맨, 도어맨, 공항 포터는 수화물 1개당 $1~2, 발레파킹 주차원은 차를 
돌려줄 때 $2, 하우스키핑 직원은 숙박 동안 1박 기준 $5의 팁을 받습니다. 

•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세계 각국의 영사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310) 229-2300
브라질 (323) 651-2664
캐나다 (213) 346-2700
중국 (213) 807-8088
프랑스 (310) 235-3200
독일 (323) 930-2703

이탈리아 (310) 820-0622
일본 (213) 617-6700
대한민국 (213) 385-9300
멕시코 (213) 351-6800
영국 (310) 789-0031

지도

1.  비벌리 힐스 트롤리 투어 픽업
2. 백화점가
3. 파머스 마켓

4. 그레이스톤 맨션 & 정원: 도헤니 저택
5. 투 로데오 드라이브
     관광 안내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비벌리 힐스 위치

호텔 위치 공용 주차장(1시간 & 2시간 무료 주차) 스타라인 투어 홉온 홉오프 정류장B

비벌리힐스 관광 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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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oveBeverlyHills.com

방문 사진과 추억을 공유하세요. 

VisitBeverlyHills

LoveBevHills

LoveBevHills

#LoveBevHills #OnlyOnRod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