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단장을 마친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 입점한 다양한 리테일 샵
약 375 억 원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알로하 윕, 그린룸 갤러리 그리고 한스 히데만 서프 스쿨을 만나보세요!

하와이 주 와이키키 – 와이키키의 다이아몬드 헤드 방면에 위치한 레트로 컨셉의 해변 휴양지인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약 375 억 원의 리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그린룸 갤러리 다이아몬드 헤드, 한스 히데만 서프 샵, 알로하 윕
컨펙셔너리를 리테일 파트너로서 선보입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총 지배인 제프 퍼킨스는 "아주 근사하게 새 단장을 마친 저희 호텔은 예술과 문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또한 독립적인 부티크 호텔로서 하와이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협력하여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하면서도 인기 있는 하와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룸 갤러리 다이아몬드 헤드
그린룸 갤러리 다이아몬드 헤드는 하와이 서핑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국제적인 축제 행사로서 명성을 얻은
그린룸 아트 갤러리 및 그린룸 페스티벌 연례행사를 기반으로 하여 탄생한 곳으로 일련의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
행사들을 통해 예술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2005 년에 설립된 그린룸 갤러리는 헤더 브라운, 클락 리틀,
닉 쿠차르, 마이크 필드, 타일러 워렌 등과 같은 뛰어난 예술가들의 캔버스 및 페이퍼 프린팅을 포함한 독창적인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합니다.
그린룸 갤러리는 또한 서핑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액자 및 가방과 같은 액세서리와 책 등을 제공하며 TCSS,
Banks, Salvage Public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서프 웨어뿐만 아니라 현지 예술가 및 제작자와 협력하여 만든
독점 티셔츠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 브랜드 티셔츠와 토트백 또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매년 열리는 예술, 음악, 서핑 문화 축제인 그린룸 페스티벌은 퀸 카피올라니 호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와이키키
쉘에서 열리고 있으며 호텔은 그린룸 페스티벌의 자랑스러운 후원자이자 공식 숙박시설 제공자로서 축제 기간
주말 동안 콘서트 이외의 모든 이벤트 액티비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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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히데만 서프 샵
하와이에서 유명한 수상 스포츠맨 중 한 명인 한스 히데만이 자신의 이름을 딴 3 번째 서프 샵을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 오픈하였습니다. 이곳은 서핑과 SUP 강습, 카누 투어 그리고 다양한 레벨을 위한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핑을 하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완벽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드 보관 서비스 및 남쪽 해안지역 서핑에 적합한 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스노클링 장비, 부기
보드 등의 기타 물놀이 장비 또한 대여가 가능하며 액티비티 강습 및 대여 서비스 외에도 HAYN, RAW
Elements, Vissla, RVCA 및 Schaper Surf Board 와 같은 브랜드의 다양한 서핑 장비와 액세서리를 갖추고
있어 필요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알로하 윕
알로하 윕은 농장과 밭에서 기른 신선한 과일과 차가운 아이스크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컵,
아이스크림 콘 또는 와플 콘에 담겨 나오는 유명한 돌 파인애플 아이스크림과 하와이안 프로스트가 인기
메뉴입니다. 그 외에 파인애플 및 패션 오렌지 구아바 슬러시 또는 플로트, 신선한 파인애플 컵 또는 얼린
파인애플 컵, 과일 주스, 파인애플 젤리 등이 있으며 또한 다채로운 레이와 선물용으로 좋은 수공예품, 하와이산
커피, 마카다미아 넛, 팝콘, 쿠키 및 과자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로하 윕에서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퀸 카피올라니 호텔 선물 바구니’와 다이아몬드 헤드의
상징적인 모습을 특징으로 하는 ‘알로하 워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
퀸 카피올라니 호텔 소개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와이키키의 다이아몬드 헤드 쪽에 위치한 빈티지한 정취가 느껴지는 4 성급 해변 휴양지로
오아후의 유명하고도 장엄한 분화구 전망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 공원,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과의
접근성은 비할 데 없이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하와이가 사랑하는 여왕 퀸 카피올라니의 이름을 딴 이 호텔은
한때 하와이의 왕과 귀족들의 땅이었던 곳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눈부시던 지난날 와이키키의 역사를 회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최근 모든 단장을 마치고 현시대의 알로하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즐거움과 편안함을 겸비하여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의 싱그러운 풍경이 손님들의 탐험 욕구를 자극하는 반면에 중세 현대의 예술
작품 및 장식품들은 호텔의 첫 개관 시절을 돌아보게 합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잘 정돈된 315 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텔 내 위치한 서핑 스쿨과 세계적인 요리법을 선보이는 레스토랑 기업의 첫 하와이
데뷔 그리고 중세 시대 하와이의 꿈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빈티지 풍의 하와이 현지 예술 작품들을
보유하여 더욱 그 빛을 발합니다. 몇 발자국 남짓 떨어진 와이키키 해변의 백사장과 청명한 바닷물, 다이아몬드
헤드 석양의 찬란한 빛 그리고 근처 카피올라니 공원의 푸른 잔디까지 이 모든 것을 와이키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호텔,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사진 자료를 위한 미디어 연락처
PacRim Marketing Group Inc. – 호놀룰루
전화: 1-808-469-4838ㅣ팩스: (808) 942-5251
이메일: PR_Korea@pacrim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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