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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카피올라니 호텔에서 즐기는 알로하 페스티벌!
퀸 카피올라니 호텔, 와이키키 비치의 특별한 이벤트 및 객실 혜택과 함께
하와이 최고의 역사 및 문화 축제를 만나보자.

왼쪽부터: 훌라 앰버서더 아리아나 세이유; 퀸 카피올라니 호텔 수영장; 멜리나 에스티스와 레이 만들기
(사진제공: Queen Kapi‘olani Hotel, Waikiki Beach)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 — 다가오는 9 월 하와이 알로하 페스티벌을 기념하여 새롭게 탈바꿈한
315 개의 객실을 갖춘 퀸 카피올라니 호텔, 와이키키 비치가 엄선한 이벤트 및 특별한
액티비티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하쿠 레이(화관) 만들기 워크숍, 음악 공연, 하와이 최고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패션쇼부터 하와이 인기 아티스트들과의 “토크-스토리” 세션, 호텔 브랜드 앰버서더가
진행하는 훌라 기초 강좌 그리고 리노베이션을 마친 새로운 로얄 아트 갤러리 투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알로하 페스티벌 이벤트 일정
2019 년 9 월 21 일, 토요일


오후 6 시 - 오후 9 시: 칼라카우아 애비뉴에서 개최되는 알로하 페스티벌의 제 67 회
연례 와이키키 호올라우레아(Waikīkī Ho‘olaule‘a). 와이키키 호올라우레아는 해마다
열리는 하와이 최대 규모의 거리 행사로 로컬 음식과 음악 및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무료)

2019 년 9 월 26 일, 목요일


오후 3 시 - 오후 3 시 45 분: 문화 설명가 이카이카 페스타나(Ikaika Pestana)가
안내하는 로얄 아트 갤러리 투어 (무료)



오후 4 시 – 오후 6 시: 레이 제작 전문가인 멜리나 에스티스(Meleana Estes)와 함께
하는 하쿠 레이(화관) 만들기 (호텔 투숙객 $45 / 일반 방문객 $55)



오후 6 시 – 오후 8 시: 토크 스토리 세션 “쿠푸나 코너(Kupuna Korner)” 하와이의
전설적인 엔터테이너 및 아티스트들을 통해 와이키키 황금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해보는 시간. (무료)
출연자 정보 (추후 변동될 수 있음): 테레사 브라이트(Teresa Bright), 쿠무 제임스
델라 크루즈(Kumu James Dela Cruz), 앤티 이왈라니 세이유(Aunty Iwalani Tseu)
및 앤티 피파케 에노스(Aunty Pipake Enos).

2019 년 9 월 27 일, 금요일


오전 8 시 – 오전 9 시 30 분: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훌라 앰버서더 아리아나
세이유(Aureana Tseu; 2009 년 미스 하와이 선정, 2007 년 미스 알로하 훌라 2 위
입상)와 쿠무 훌라(훌라 전문가)인 칼라니 아 싱(Kalani Ah Sing)이 알려주는 훌라
기초 강좌(하키 키노, Haki Kino)를 통해 아름다운 훌라를 배워보자. (무료)
호텔 3 층의 레아히 룸/테라스에서 진행.



오후 6 시 - 오후 9 시: “알로하 쿠튀르” 패션쇼 및 팝업 매장. 하와이 최고 패션
디자이너들이 선보이는 최신 로컬 패션을 만날 수 있다. 하와이 스타일의 알로하 웨어 및
액세서리, 의류 쇼핑을 즐겨보자. (무료)
참가 디자이너 정보 (추후 변동될 수 있음):
o

키니 자모라 (Kini Zamora)

o

제인 스타일 하와이 (Zane Style Hawaii)

o

허그스 & 호니 (Hugs & Honi)

o

비키니버드 (Bikini Bird)

o

카우훌라레아 (Kauhulale’a)

o

푸레레후아 (Pulelehua)

o

나헤 와히네 (Nahe Wahine)

o

포마히나 (PōMahina)

o

제뉴인 구아바 (Genuine Guava)

o

아일랜드 엣지 디자인스 (Island Edge Designs)

o

아이리스 비아크루시스 (Iris Viacrusis)

2019 년 9 월 28 일, 토요일


오전 8 시 – 오전 9 시 30 분: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훌라 앰버서더 아리아나
세이유(Aureana Tseu; 2009 년 미스 하와이 선정, 2007 년 미스 알로하 훌라 2 위
입상)와 쿠무 훌라(훌라 전문가)인 칼라니 아 싱(Kalani Ah Sing)이 알려주는 훌라
기초 강좌(하키 키노, Haki Kino)를 통해 아름다운 훌라를 배워보자. (무료)
호텔 3 층의 레아히 룸/테라스에서 진행.



오전 9 시 – 오후 12 시(정오): 칼라카우아 애비뉴에서 진행되는 알로하 페스티벌의
제 73 회 연례 플로럴 퍼레이드. 하와이 꽃들로 장식된 말과 공연가들 그리고 꽃수레의
화려한 행진을 관람할 수 있다. (무료)

2019 년 9 월 29 일, 일요일:


오후 4 시 – 오후 7 시: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서의 “선셋 세션” - 해변 파티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하와이 최고의 음악 공연. 덱. 바 & 그릴의 테이블을 예약하고 원하는
좌석에서 “선셋 세션”을 감상해보자. 공연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나 좌석이 한정되어
있음. 1 인당 최소 음료 2 개 주문 필수.

모든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좌석이 한정되어있는 관계로 사전 등록 권장.
웹사이트: www.queenkapiolani.com/aloha-festivals.htm

객실 예약: 알로하 페스티벌 특별 객실 혜택을 이용하여 축제 기간 동안 새 단장을 마친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 머물러보자. 프로모션 코드 QKALOHA 를 사용하여 예약 시 객실 요금 20%
할인, 리조트 피 면제, 무료 주차 및 $20 상당의 식음료 크레딧 1 회 이용권을 제공한다. 상기
혜택은 2019 년 9 월 30 일까지 유효하며 2019 년 12 월 19 일 이내의 투숙에 적용이
가능하다.
주차 이용: 발레 주차 이용 시 최대 2 시간까지 $3 및 2 시간 이후부터 30 분마다 $4 적용,
호놀룰루 동물원 주차장 이용 시 시간당 $1.50.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Lyft) 이용 시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프로모션 코드를 통해 할인 제공.


신규 회원일 경우 프로모션 코드 ALOHAFESTQK 를 사용하여 퀸 카피올라니 호텔
출발/도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20 할인



기존 회원일 경우 프로모션 코드 HOMEOFALOHA 를 사용하여 퀸 카피올라니 호텔
출발/도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5 할인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지역 사회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하와이 문화 및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올해 알로하 페스티벌의 후원처이기도 합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 및 혜택에 관한 상세 정보는 호텔 웹사이트
https://www.queenkapiolani.com/qklife.aspx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퀸 카피올라니 호텔 소개
퀸 카피올라니 호텔 와이키키 비치는 장엄한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이 만나는 특별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풀 서비스 리조트로 새 단장을 마친
호텔은 쾌적하고 편안한 315개의 객실 및 스위트룸뿐만 아니라 호텔 내 서프 스쿨, 세계적인
요리 기업의 하와이 최초 콘셉트 레스토랑, 투숙객들을 중세 하와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빈티지
하와이안 미술 및 로컬 예술작품 컬렉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앞에
위치해있어 눈부신 다이아몬드 헤드 전망을 자랑하며 하이킹 또는 자전거 이용, 서핑 및 패들
보드, 오아후 섬 일주 등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하와이 로컬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고 공유하기 위해 특별한 호텔 내 액티비티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와 자연환경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피올라니 여왕의 이름을 딴 호텔은 여왕의
삶의 모토였던 “쿨리아 이 카 누우(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에 일치하는 우수함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약 및 호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퀸 카피올라니 호텔 한국어 웹사이트
(https://kr.queenkapiolani.com/)를 방문하시거나,
reservations@queenkapiolani.com로 이메일 또는 +1 800-533-6970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쿠아 호스피탈리티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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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질 이미지 자료
http://bit.ly/QKim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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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