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 카피올라니 호텔 와이키키 비치의 2019 년 그룹 특별 프로모션
새롭게 리노베이션 된 호텔에서 제공하는 미팅 플래너를 위한 다양한 혜택!

다이아몬드 헤드와 와이키키가 내려다보이는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레아히 룸
(사진 제공: 퀸 카피올라니 호텔, 와이키키 비치)

하와이 주 호놀룰루 — 지난 가을 약 375 억 원 상당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마친 퀸 카피올라니 호텔이
2019 년 그룹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새롭게 바뀐 315 개 객실을 갖춘 호텔에 지금부터 2019 년 12 월
20 일까지 그룹을 예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30 객실당 1 객실 제공: 30 개 객실 예약 시 1 개 객실 무료 제공 또는 가능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시설 및 장비 대여 비용 면제: 모든 대여비 면제 (테이블, 의자, 연단, 이젤 포함)



투어 데스크: 2 개 무료 (기본 전화 포함)



호텔 크레딧: 그룹 마스터 계정으로 호텔 크레딧 $3,000 제공



이용 약관: 성수기 시즌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호텔 객실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소 30 개 객실에서부터 최대 120 개 객실을 이용하는 모든 그룹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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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9 년 6 월 30 일 사이 투숙하는 고객들은 1 박당 $150 (당일 제공 가능한 객실) 또는 $195 (당일
제공 가능한 오션뷰 객실)부터 시작하는 그룹 특별 할인요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와이키키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인센티브, 회의, 컨퍼런스, 사교행사
및 웨딩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편안함을 자랑하는 회의 및 이벤트 공간은 작게는 20 명 정도의 친목 행사부터
최대 450 명이 참석하는 전문적인 대형 이벤트까지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3 층에 위치한 레아히 룸, 레아히 라나이 및 레아히 행사 전 이벤트 공간은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며 총
140 평에 달하는 실내/외 이벤트 공간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새로운 요리 컨셉을 선보이는 레스토랑 덱은 3 층 수영장과 인접해있으며 이곳에서 해안지방 요리 및
다양한 수제 칵테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카파훌루 테라스에는 카피올라니 여왕과 칼라카우아 왕의 초상화로 재단장한 로얄 아트 갤러리가
있으며 휴식, 사교 또는 칵테일 리셉션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피올라니 공원 근처 와이키키 해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풀 서비스 호텔인 퀸 카피올라니 호텔은 약 375 억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총지배인 제프
퍼킨스는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서의 비즈니스를 즐거운 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며 저희는 그룹 및
이벤트 플래너들과 진정한 와이키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하며 "저희의 유능한
플래너들과 케이터링 담당자들이 이벤트의 모든 세부 사항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손님들은 회의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며 행사 전/후에는 해변에서 더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키키의 황금기였던 1960 년대 중반에 처음 지어진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재탄생은 그들의 유산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행객들의 편의를 충족시키는 현대적인 개선점들을 포괄하는 빈티지한 정취를 아우릅니다. 총 19 층
건물의 315 개 객실 및 스위트룸이 리모델링되었으며 손님들은 각 객실의 창문을 통해 태평양 바다와
다이아몬드 헤드 그리고 바로 앞에 위치한 카피올라니 공원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은 넓은 야외형 로비뿐만 아니라 수영장과 레스토랑 및 라운지가 있는 약 244 평의 3 층 라나이(야외
덱)와 로비 층의 커피 앤 와인 바, 리테일 샵들 그리고 최첨단 피트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카피올라니
여왕의 공동체 지향적인 유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인기 있는 로컬 아티스트들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독창적인
작품들도 로비에 전시되어있습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객실은 다이아몬드 헤드 전경과 더불어 아름다운 오션뷰를 자랑합니다. 편안한 휴식처로
탈바꿈한 객실은 바다를 연상케하는 색상과 현대적인 편의시설 그리고 넓은 창문 및 개별 라나이를 특징으로
하며 유명한 로컬 디자인 회사인 필포츠 인테리어가 선정한 가구와 비품은 호텔의 빈티지한 분위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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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정보 및 예약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퀸 카피올라니 호텔 영업팀 이메일
sales@queenkapiolani.com 또는 전화 808-922-1941 로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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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8-469-4838 ㅣ팩스: (808) 942-5251
이메일: PR_Korea@pacrim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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