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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카피올라니 호텔, 공식 한국어 웹사이트 론칭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살펴보는 호텔의 객실과 액티비티, 혜택 정보! 

 

하와이 주 와이키키 비치 – 다이아몬드 헤드와 와이키키 해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풀(full) 서비스를 제공하는 4 성급 퀸 카피올라니 호텔이 한국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식 한국어 웹사이트를 론칭했다. 

 

 
 

한국어 웹사이트에서는 객실 및 시설 정보뿐만 아니라 식사 옵션과 호텔 내 다양한 액티비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자 다른 여행 컨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채로운 패키지 

또한 한국어 예약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하와이안 라이프스타일을 알차게 

https://kr.queenkapiolani.com/


 

 

체험할 수 있는 서프 앤 다인 패키지 외 4 박째 무료 투숙 패키지, 온라인 특별 요금 등 퀸 

카피올라니 호텔 공식 웹사이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과 패키지를 만나보자. 

 

최근에는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피크닉 앳 더 파크 패키지, 서머 프로모션 그리고 세이브 앤 

스플러지와 같은 또 다른 패키지를 선보였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kr.queenkapiolani.com/packages.htm  

 

리조트 요금에 포함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호텔 도착 시 제공하는 알로하 윕의 돌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샘플과 호텔 내 액티비티 할인 쿠폰 등과 같은 혜택 또한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퀸 카피올라니 호텔의 공식 한국어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다음 하와이 여행을 더욱 실속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reservations@queenkapiolani.com 이메일 또는 +1 800-533-6970 전화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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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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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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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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