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퀸 카피올라니 호텔!
업그레이드된 객실과 공용 시설, 새로운 컨셉의 식/음료 공간, 호텔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하와이 로컬 파트너와의 협업 등으로 와이키키 황금기를 재현해 낸 퀸 카피올라니 호텔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퀸 카피올라니 호텔 객실, 파우 하나 서프 클럽, 호텔 로비
(사진 제공: 퀸 카피올라니 호텔, 와이키키 비치)

하와이 주, 와이키키 비치 — 코쿠아 호스피탈리티가 운영하고 다이아몬드 헤드와 와이키키가 만나는 특별한 곳에
위치한 4 성급 퀸 카피올라니 호텔 와이키키 비치는 약 375 억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
투숙객들에게 현시대의 알로하 정신이 반영된 편안함과 즐거움, 하와이안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합니다.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와이키키 해변에서 겨우 몇 발자국 남짓 떨어져 있는 이 호텔은 레트로 시크 컨셉의 시설과
독특한 편의시설 및 파트너십, 엄선된 이벤트를 통해 오아후의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총 지배인 제프 퍼킨스는 "와이키키의 황금기 시절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투숙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전통 식사나 문화 체험을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투숙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서만이 아닌 고전적인 알로하 정신을 현재의 삶으로 다시 불러오는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때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60 년대 중반 하와이 왕족이 거주했던 땅에 지어진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와이키키 황금기의 눈부시게
찬란했던 날들의 역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총 315 개의 업그레이드된 객실과 스위트룸은 환상적인 바다 전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할 데 없는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의 탁월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편안한 휴식처로 새롭게
재탄생한 객실은 바다를 연상케하는 색상과 모던한 내부 시설, 넓은 창문 및 개별 라나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형 로비, 3 층 라나이, 최첨단 피트니스센터, 회의 및 이벤트 공간 등 공용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여
투숙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함은 물론 레트로 및 모던 하와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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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헤드와 카피올라니 공원, 와이키키 해변이 가까이 위치해있어
실내에서도 야외의 생생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야외형 로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리테일 샵이 입점해있는데, 와이키키의 가장 새로우면서도 혁신적인 커피/티 전문점 낫츠 커피
로스터스, 헤더 브라운, 클락 리틀, 닉 쿠차르, 마이크 필드, 타일러 워렌 등과 같은 뛰어난 아티스트들의 캔버스
및 페이퍼 프린트 등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그린룸 갤러리 다이아몬드 헤드, 서핑 강습, 보드 대여,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 장비와 의류 그리고 기념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한스 히데만 서프 샵, 호텔 도착 시 돌 윕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무료 샘플을 제공하는 알로하 윕이 있습니다.
카피올라니 여왕의 공동체 지향적인 유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호텔 로비층에는 인기 있는 로컬 아티스트들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대형 벽화 아트가 전시되어 있는데, 닉 쿠차르의 와이키키 펀, 마이크 필드의 레이 그리터 오브
울루코우, 케이티 볼든의 마카 앤 파인애플 보이가 이에 속합니다.
호텔의 예술 작품은 이 외에도 호텔 2 층에 위치한 퀸 카피올라니 로얄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리노베이션의 일환으로 보존되어 있는 하와이 왕족의 빈티지 작품들은 고전적인 예술 작품 및 시대적 작품 그리고
모던한 시설과 함께 어우러져 투숙객들에게 수십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약 220 평에 달하는 호텔 3 층 라나이(야외형 덱)과 수영장은 호텔의 거실과 같은 공간으로 플랜 두 씨(Plan Do
See)와 함께 협력한 새로운 레스토랑 및 바, 라운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덱은 야외에서 즐기는 칵테일과 하와이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현지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아메리칸 요리를 선보입니다.
3 층 라나이에서 와이키키 해변의 부서지는 파도와 푸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카피올라니 공원,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의 전경까지 파노라마로 펼쳐진 아름다운 하와이의 풍경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투숙객과 지역 주민의 즐거움을 위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하와이
전문가들이 주최하여 특별히 제작된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일일 서핑 레슨 또는 금요일의 파우 하나 서프 클럽과
같은 피트니스 및 웰니스 클래스, 레이 제작 전문가인 멜리나 에스티스와 함께하는 하쿠레이 만들기와 같은
수공예 워크샵, 해피 아워 및 라이브 뮤직뿐만 아니라 하와이안 커피 테이스팅 101 과 같은 식/음료 체험 등이
있습니다.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며 호텔 투숙객일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난 10 월 23 일 그랜드 리셉션을 주최한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와이키키 커뮤니티와 함께 이러한 호텔의
재탄생을 축하 및 기념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재개장을 기념하여 2018 년 12 월 20 일까지 1 박당 $150 부터
시작하는 특별 할인 요금을 제공하며 실내/외 합쳐 약 140 평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 레아히 룸, 레아히 라나이,
레아히 리셉션 공간(행사 전 사용) 등 이벤트 공간을 12 월 20 일 이전에 예약한 모든 그룹에게는 무료 객실 또는
업그레이드, 행사 장소 대여비 면제, 2 개의 무료 투어 데스크, $3,000 상당의 호텔 크레딧 등을 제공합니다.

호텔 및 예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퀸 카피올라니 호텔 웹사이트(http://www.queenkapiolani.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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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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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쿠아 호스피탈리티 소개
코쿠아 호스피탈리티는 업계 전략 기관이자 호텔 투자처를 엄선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호텔 경영 회사입니다. 호텔
투자 및 경영 전문가가 설립한 이 회사는 최고 수준의 운영 관리 능력을 소유주의 DNA 와 결합하여 소유주 운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 서부 해안 지역과 하와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컬렉션을 포함해 미국 내 다양한 호텔 및 리조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쿠아 호스피탈리티와 이들의 파트너사들은
하얏트 센트릭 와이키키 비치 개발을 통해 하얏트 호텔 앤 리조트의 ‘2017 올해의 Full Service Adaptive Reuse
Project’와 NAIOP(상업적 부동산 개발 협회)의 ‘2017 올해의 Hawaii’s Renovation Project Award of Excellence’를
수상했으며 이로써 성공적인 자산 재배치 및 전환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코쿠아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kokuahospitality.com 을 방문하시거나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질 이미지 자료:
https://www.dropbox.com/sh/r4aulapazrpgmko/AACZjEfIZsMG15Dk9dcbPbufa?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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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