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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장을 마친 퀸 카피올라니 호텔이 선보이는 새로운 액티비티 

 

특별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통해 와이키키 고유의 문화를 만끽해보세요! 

 

 
 

왼쪽부터 : 와이키키 비치 요가, 멜리나 에스티스와 하쿠레이 만들기, 와이키키 러닝 투어 

(사진 제공 : 퀸 카피올라니 호텔, 와이키키 비치) 

 

 

하와이 주 호놀룰루 - 다이아몬드 헤드와 와이키키 해변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레트로-시크 컨셉의 리뉴얼을 마치고 올해 10 월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와중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총 지배인 제프 퍼킨스(Jeff Perkins)는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와이키키의 랜드마크이자 호텔 투숙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 항상 사랑받아왔습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 역사의 다음 장을 이어가기 위해 하와이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하와이안 

라이프스타일 및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저희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전문가들이 주최하여 특별히 제작된 새로운 이벤트와 액티비티에는 피트니스 및 

웰니스 클래스, 수공예 워크샵, 식음료 경험, 해피 아워와 라이브 음악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며 호텔 투숙객은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https://www.queenkapiolani.com/
https://www.queenkapiolani.com/
https://www.queenkapiolani.com/events-calenda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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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전문가 되기 
 

여행 중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 분을 위해 다양한 피트니스 수업이 제공됩니다. 

하와이 러닝 프로젝트가 주최하는 와이키키 러닝 투어는 와이키키 주변 최고의 러닝 

코스를 알려드리며 핫 훌라 피트니스 클래스는 하와이안 훌라와 함께 즐거운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을 선호한다면 호텔 내 바다가 보이는 야외 

공간에서 펼쳐지는 요가로하 하와이의 라이즈 앤 샤인 요가에서 하타 요가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취향 저격 음식 찾기 
 

미식가들은 하와이안 커피 테이스팅 101 을 통해 와이키키 현지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피 아워가 되면 칵테일 전문가가 알려주는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시그니처 

칵테일 레시피를 배우거나 낫츠 카페의 데일리 스페셜 식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 옆 레스토랑 덱에서는 주말마다 브런치가 제공되며 매주 일요일 브런치와 함께 

하쿠레이(화관) 만들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로컬 라이브 음악 
 

투숙객과 지역 주민들은 호텔 내 야외 공간에서 일몰과 함께 타바나(Tavana), 제프리 

제임스(Jeffery James), 쿠히오 트래비스(Kuhio Travis) 그리고 럭키 키즈(Lucky 

Kids) 등  유명한 현지 아티스트들의 일일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와이 문화 즐기기 
 

하와이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훌라 댄스 수업이나 레이 제작 전문가인 멜리나 

에스티스(Meleana Estes)와 함께 하는 하쿠레이 만들기 워크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와이 현지 업체인 알로하 아포테케리가 주최하는 DIY 웰니스 워크샵에서는 

홈메이드 웰니스 뷰티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서핑 배워보기 
 

아마추어부터 숙련된 서퍼까지 폭넓은 수준을 아우르는 호텔의 풀 서비스 서프 샵은 

고품질 장비 대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핑 입문자를 위한 전문 강사의 그룹 레슨을 

제공합니다. 일일 서핑 레슨에 참여하거나 또는 여러 서퍼들과 즐기는 한 주의 마지막 

서핑 시간인 금요일 파우 하나 서프 클럽에 참여 후 낫츠 카페에서 해피 아워 맥주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https://hawaiirunningproject.wordpress.com/
https://www.queenkapiolani.com/waikiki-running-tours.htm
https://www.queenkapiolani.com/hot-hula-fitness.htm
http://www.yogaloha-hawaii.com/
https://www.queenkapiolani.com/yoga-classes.htm
https://www.queenkapiolani.com/hawaiian-coffee-101.htm
https://www.queenkapiolani.com/cocktail-making-class.htm
https://www.queenkapiolani.com/cocktail-making-class.htm
https://www.queenkapiolani.com/daily-happy-hour-specials.htm
https://www.queenkapiolani.com/haku-lei-brunch.htm
https://www.queenkapiolani.com/haku-lei-brunch.htm
https://www.queenkapiolani.com/live-music.htm
https://www.queenkapiolani.com/hula-dance-lessons.htm
http://meleana.com/
http://meleana.com/
https://www.queenkapiolani.com/haku-lei-making-workshop.htm
https://alohaapothecary.com/
https://www.queenkapiolani.com/diy-wellness-workshop.htm
https://www.queenkapiolani.com/daily-surf-lesson-demonstration.htm
https://www.queenkapiolani.com/pau-hana-surf-club.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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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75 억 원 규모의 레노베이션을 마친 호텔은 이 프로그램 캘린더 런칭뿐만 아니라 

한층 업그레이드된 객실, 야외 로비, 2 개의 새로운 다이닝 컨셉을 (덱과 낫츠 커피 

로스터스) 도입한 3 층 라나이 그리고 최첨단 피트니스 센터를 선보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서 로비 및 2 층 로얄 갤러리의 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각종 리테일 샵, 호텔 내 서핑 스쿨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새로운 프로그램 라인업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아래 웹사이트 

queenkapiolani.com/events-calendar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레노베이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queenkapiolani.com/2018-enhancements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 대하여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와이키키의 다이아몬드 헤드 쪽에 위치한 빈티지한 정취가 

느껴지는 4 성급 해변 휴양지로 오아후의 유명하고도 장엄한 분화구 정상의 전망을 

지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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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눈부시던 지난날 와이키키의 역사를 회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모든 단장을 마치고 

현시대의 알로하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즐거움과 편안함 또한 겸비하여 새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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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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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queenkapiolani.com/
https://www.queenkapiolani.com/events-calendar.aspx
https://www.queenkapiolani.com/2018-enhancements.htm
mailto:PR_Korea@pacrimmarketi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