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아몬드 헤드와 와이키키가 만나는 곳
와이키키의 랜드마크이자 완벽한 휴식 공간인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75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편안한 객실과 퀄리티 있는 레스토랑,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와 더불어 최고의 다이아몬드 헤드 전망을 제공합니다.

위치

•	 카피올라니 공원,	호놀룰루 동물원,	와이키키 아쿠아리움 길 건너편

•	 와이키키 해변과 퀸스 해변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

•	 오아후 섬 탐방을 위한 와이키키 출입이 편리한 위치

•	 다이아몬드 헤드가 한눈에 보이는 와이키키 해변 근처

리조트 피 포함 사항

•	 도착 시 알로하 윕(Aloha	Whip)의 파인애플 음료 또는 아이스크림 환영		

샘플 증정

•	 와이파이 인터넷(객실/공공장소)

•	 친환경/유기농 성분의 선크림(객실 및 수영장)

•	 얼음 및 정수기	(격층마다 위치)

•	 퀸 카피올라니 호텔 물병	2개

•	 일일 서핑 강습

•	 호놀룰루 동물원과 와이키키 아쿠아리움 특가 제공	(2019년 실시 예정)

•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와 이벤트 할인

•	 달러 렌터카	10%	할인

•	 무제한 현지 및 수신자 부담 전화

•	 비즈니스 센터의 출력 서비스

•	 비치 의자/수건	(요청 시 이용 가능)

•	 요가 클래스	(요청 시 이용 가능)

•	 일일 엔터테인먼트

고객 편의시설
•	 3층 수영장 및 라운지
•	 발레파킹 서비스
•	 24시간 비즈니스 센터
•	 벨 데스크
•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	 복사 및 팩스 서비스
•	 택시 승강장
•	 비키(Biki)	자전거 스테이션
•	 우버/리프트 승강장
•	 단체/투어버스 전용 승강장
•	 고객 안내 서비스
•	 호텔 내	ATM

피트니스 센터
•	 TRM	885	트레드밀
•	 EFX	885	일립티컬
•	 The	Gauntlet	스텝밀
•	 UBK	885	업라이트 바이크
•	 엑스프레소 바이크
•	 로잉 머신
•	 덤벨
•	 프리코 케이블 웨이트 기구
•	 약	60평에 달하는 피트니스 전용 공간
•	 스트레칭 및 요가 공간
•	 정수기
•	 무료 수건 제공 서비스
•	 50인치 평면 스크린 텔레비전
•	 터치스크린 유산소 운동 기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ALES@QUEENKAPIOLANI.COM

150	KAPAHULU	AVENUE
HONOLULU	HI	96815

QUEENKAPIOLANI.COM
(808)	922-1941



객실
리뉴얼을 마친 퀸 카피올라니 호텔에서 와이키키 황금기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6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하여 새롭게 태어난	315개의 객실은 카피올라니 공원,	다이아몬드 헤드,	와이키키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칵테일 및 식사

회의, 이벤트, 웨딩

리테일 샵

주 요  호 텔  특 징  및  포 함  시 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ALES@QUEENKAPIOLANI.COM

150	KAPAHULU	AVENUE
HONOLULU	HI	96815

QUEENKAPIOLANI.COM
(808)	922-1941

낫츠 커피 로스터스 
그랩 앤 고(포장)	조식,	하루 종일 커피 음료 서비스		
제공,	와인/맥주 바는 저녁시간대만 운영
	
덱 
하루 종일 식사 서비스 제공,	모던 아메리칸 요리,		
매주 선데이 브런치 운영
	
낙 앤 드롭 
룸 서비스 배달	

연회장형

레아히 룸 정원 160

100

80

38	

140 180 250

140

250

140

60

2,786

2,160

615

레아히 라나이 정원

행사 전 대기공간 정원

U자형 회의형 교실형 극장형	 칵테일 리셉션형 넓이		
(SQ.	FT)

그린룸 갤러리 
서핑 문화를 테마로 한 인기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스 히데만 서프 샵 
서핑 보드 렌탈부터 서핑 강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로하 윕 
유명한 돌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및 하와이		
최고의 맛을 담은 아이스크림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