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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모아나 센터 레스토랑 소개
Ala Moana Center: Dining Options
하와이의 쇼핑 중심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알라모아나 센터는 다채로운 요리들을 즐길 수 있는 하와이
최고의 식도락 명소로 인정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160여 개의 레스토랑은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하와이안, 중국, 이탈리안, 퓨전 요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쇼핑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센터입니다.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음식점을 갖춘 알라모아나 센터는 하와이 최고 레스토랑
다이닝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 또는 로맨틱한 레스토랑
등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풀 서비스 레스토랑
알라모아나 비치가 내려다보이는 멋진 뷰와 함께하는 식사를 원한다면 니만마커스 내에 위치한
마리포사 레스토랑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메인 메뉴부터 직접 만든
디저트를 제공하는 마리포사에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잊지 못할 하와이의 석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아래에 위치한 빈티지 케이브 호놀룰루는 셰프 미사오 마스다가 전 세계
최고의 재료들로 매우 우수한 음식들을 선보입니다. 노드스트롬 내에 있는 루첼로는 지중해와 이탈리아
요리에 영감을 받은 메뉴를 제공하는 반면 편안한 라운지이자 바 형태인 해비턴트는 쇼핑 중간에 간단한
스낵과 와인 혹은 수제 칵테일을 즐기며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정통
일식을 찾는 손님은 현대식 교토 티 하우스인 로카쿠 하마카츠의 요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셰프
히로시 시마다가 세라믹 냄비를 이용하여 겉이 노릇노릇한 카마메시와 같은 특별식을 선보입니다.
하와이 로컬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경험하고 싶다면 풀 서비스 베이커리 및 커피숍인 메이시스
백화점 내 릴리하 베이커리에서 아침,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즌 요거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밍 데일스 내의 포티 캐럿에서는 현지 재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메뉴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30년 이상 블루밍 데일스의 쇼핑 고객들에게 프로즌 요거트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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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대의 의미를 담은 이름, 호오키파 테라스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음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오아후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모임 장소입니다. 로컬 라이브 뮤직을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호오키파 테라스에 가장 최근 입점한 GEN 코리안 바비큐 하우스는
전통 한국 바비큐와 현대식을 혼합한 요리를 선보입니다. 타나카 오브 도쿄는 전문 테판야키 셰프가
각종 야채와 블랙 앵거스 서로인 스테이크, 랍스터 꼬리, 새우, 조개관자 등을 테이블에 설치된 그릴에서
요리해냅니다.
퀵 서비스 레스토랑
빠르고 간단한 식사를 위해서는 알라모아나 센터 내 마카이 마켓 푸드코트 혹은 라나이를 방문하거나
샌드위치, 샐러드, 스시, 타이 음식, 중국 음식 등 테이크 아웃이 가능한 캐주얼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알라모아나 센터 2층에 위치한 라나이에는 매일 아침 호놀룰루 수산시장에서 들여온 좋은
품질의 참치를 재료로 사용하여 로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히 앤 베지터블과 100% 하와이산
소고기만을 사용하는 마할로하 버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요리에 약간씩 특색을 더한 다 스폿은 건강에
좋은 음식들과 35가지의 다양한 스무디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가베 앤 바인은
고품질의 테킬라와 와인, 수제 맥주를 제공합니다. 마카이 마켓 푸트 코트의 커리하우스 코코
이치반야에서는 카레의 순한 맛과 매운 맛 그리고 25가지 이상의 토핑을 취향에 맞게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라모아나 포이 볼, 라하이나 치킨, 포케 & 박스 그리고 여미 코리안 바비큐에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맛 좋은 로컬 음식들이 다양한 반면 미국 내 체인점이 많은 찰리스 그릴 서브, 판다
익스프레스 그리고 스바로에서는 친숙한 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로키야 재팬 빌리지
워크는 과거 교토를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일본 시내의 모습으로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전통 일본 문화를 강조한 4개의 테마, 야타이무라 (푸트 코트와 비어 가든), 니뽄 코마치 (쇼핑 골목),
오마츠리 히로바 (축제와 행사 광장) 그리고 가디언 스피릿 샌츄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6개의
상점과 900여 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비어 가든뿐만 아니라 고급 요리를 선보이는
6개의 부티크 레스토랑부터 8개의 작은 비스트로, 도시락을 파는 32개의 푸드 키오스크, 주먹밥과 라면
가게 그리고 빈티지 케이브 호놀룰루가 운영하는 베이커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낵 & 음료
알라모아나 센터에서는 식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낵과 음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를 즐겨먹는다면
센터 곳곳에 위치한 호놀룰루 커피,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스타벅스 그리고 커피빈 등 어디에서든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달달한 간식을 좋아한다면 비어드 파파스 토티 캔디 팩토리, 더 쿠키 코너, 고디바
초콜라티에, 하겐다즈,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아일랜드 빈티지 셰이브 아이스 그리고 피에르
마르콜리니 등 코너마다 위치한 디저트 가게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해피아워
빠르게는 오전 11 시부터 늦게는 자정까지 즐길 수 있는 해피아워 스페셜을 알라모아나 센터 내
위치한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가베 앤 바인, 버팔로 와일드 윙스, 에그스 앤
띵스, 포티 캐럿(블루밍 데일스 내), 해비턴트(노드스트롬 내), 하우스 서퍼 클럽, 아일랜드 파인
버거스 & 드링크스, 럭키 스트라이크 소셜, 마마 포, 마리포사 레스토랑(니만 마커스 내), 몰튼스 더
스테이크 하우스, 로카쿠 하마카츠, 로마노스 마카로니 그릴, 루첼로(노드스트롬 내) 그리고 더 바 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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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랜드 팜스에서 식음료 스페셜 혜택를 제공합니다. 각 레스토랑별 해피아워 시간 및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레스토랑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라모아나 센터에 위치한 레스토랑의 전체 목록입니다.
풀 서비스 레스토랑
아싸지오
버팔로 와일드 윙스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초당 레스토랑
에그스 앤 띵스
에스프레소 바 (니만 마커스 내)

마마 포
마리포사 레스토랑 (니만 마커스 내)
머메이드 바 (니만 마커스 내)
몰튼스 더 스테이크 하우스
로카쿠 하마카츠
로마노스 마카로니 그릴

포티 캐럿 (블루밍 데일스 내)
GEN 코리안 바비큐 하우스
겐끼 스시
고마 테이 라멘
해비턴트 (노드스트롬 내)
하우스 서퍼 클럽
아일랜드 파인 버거스 & 드링크스
제이드 다이너스티 씨푸드 레스토랑
릴리하 베이커리 (메이시스 내)
럭키 스트라이크 소셜
퀵 서비스 레스토랑
아가베 앤 바인
아히 앤 베지터블
아자 스시 & 벤토
알라모아나 포이 볼
블루 하와이 라이프스타일
블루 워터 쉬림프
찰리스 그릴 서브
치즈버거 팩토리
아일랜드 크레이프 & 레모네이드
잭 인 더 박스
졸리비
라하이나 치킨
리틀 카페 시암
마할로하 버거
마마스 스파게티 하우스

루첼로 (노드스트롬 내)
샤부야
타이요 라멘
타나카 오브 도쿄
더 바 앳 푸드랜드 팜스
빈티지 케이브 카페
빈티지 케이브 호놀룰루 (메이시스 아래)

커리 하우스 코코 이치반야
다 스폿
히바치-산 재패니즈 레스토랑
HI 스테이크 (푸드랜드 팜스 내)
하이티 카페
호놀룰루 스시
아익스 러브 & 샌드위치
만나 면
무스비 카페 이야스메 (라나이 내)
명랑 쌀 핫도그 하와이
링거헛의 나가사키 짬뽕
나니와-야 라멘
판다 익스프레스
파라다이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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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케 & 박스
레인보우 부리토
라멘 바리오
스바로
세뇨르 페페
서울 믹스 2.0
시로키야 재팬 빌리지 워크

소바야
스테이크 & 피쉬 컴퍼니
스테이크 텟페이
서브웨이
테판야키 파머
여미 코리안 바비큐

스낵 & 음료
알로하 컨펙셔너리
알로하 젤라토
앤티 앤스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잠바 주스 (에바 윙)
잠바 주스 (마카이 마켓 푸드 코트)

반스 & 노블 카페
비어드 파파스 토티 캔디 팩토리
브루그 베이커리 (라나이 푸드코트 내)
브루그 베이커리 (에바 윙)
시나본
디올 카페
E 바 (노드스트롬 내)
젤라토 바 (노드스트롬 내)
고디바 초콜라티에
하겐다즈
호놀룰루 커피 컴퍼니 (에바 윙)
호놀룰루 커피 컴퍼니 (센터 코트)
호파 셰이브 아이스 앤 아이스크림
아일랜드 브루 커피 하우스

미스터 티 카페
파티서리 라 팜므 도르
피에르 마르콜리니
프레스드 쥬서리
소미 소미 타이야키 & 소프트서브
스타벅스 (센터 코트)
스타벅스 (에바 윙)
스타벅스 (메이시스)
스타벅스 (타겟)
스티폴로지 티
더 커피 빈 & 티 리프
더 커피 빈 & 티 리프 (푸드랜드 팜스 내)
더 쿠키 코너
자구 오리지날 크리스탈 & 펄 셰이크

카드 & 기프트
ABC 스토어 (센터 코트)
빅 아일랜드 캔디즈
호놀룰루 쿠키 컴퍼니
루피시아
미나모토 키쵸안
씨즈 캔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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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모아나 센터 소개
알라모아나 센터는 약 22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야외 쇼핑센터로 블루밍 데일스,
노드스트롬, 니만 마커스, 메이시스 백화점 및 타겟이 입점해 있으며 160여 개의 식당들을 비롯하여
350여 개의 매장을 갖춘 하와이 최고의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입니다. 알라모아나 센터에는
아메리칸 브랜드 및 하와이 로컬 브랜드 매장을 포함한 다채로운 매장들이 있으며 매년 5천 3백만명의
쇼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알라모아나 센터는
1450 Ala Moana Boulevard Honolulu, Hawaiʻi 96814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행사 관련 정보는 한국어 공식 웹사이트 (www.AlaMoanaCente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라모아나 센터의 최신 정보는 한국어 블로그
(blog.naver.com/AlaMoana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라모아나 센터 앱은 아이폰 6S
이상 기종부터 iOS 앱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취재 및 사진 자료를 위한 미디어 연락처:
PacRim Marketing Group Inc. 호놀룰루
전화 1-808-469-4838 │ 팩스 1-808-942-5251
이메일 PR_Korea@pacrim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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