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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자료 

 
알라모아나 센터 일반 정보 

Ala Moana Center: Fact Sheet 

 
사업명          알라모아나 센터 

 

소재지                   1450 Ala Moana Boulevard 

Honolulu, Hawaii 96814 USA 

알라모아나 센터는 알라모아나 대로변에 위치한 알라모아나 비치 파크 건너편, 

와이키키에서 약 1.6km 호놀룰루 다운 타운에서 약 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Brookfield Properties  

1450 Ala Moana Boulevard 

Honolulu, Hawaii 96814 USA 

전화: (808) 955-9517 

팩스: (808) 955-2193 

웹사이트: www.AlaMoanaCenter.kr 

 

알라모아나 센터는 미국 내 가장 큰 부동산 소매 회사 중 하나인 브룩필드 

프로퍼티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브룩필드 

프로퍼티는 브룩필드 자산운용 제휴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9개 나라에 걸쳐 

200개의 몰 자산 소유 및 약 436만 평 면적에 달하는 공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쇼핑 알라모아나 센터는 약 22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야외 

쇼핑센터로 160여 개 이상의 식당들을 비롯하여 350여 개 이상의 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라모아나 센터는 불가리, 샤넬, 디올, 구찌, 에르메스, 해리 윈스턴, 

루이비통, 프라다 그리고 티파니앤코와 같은 세계적인 명품 매장의 베스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치, 룰루레몬, 에버크롬비 & 피치와 같은 다양한 

미국 브랜드 매장들과 함께 말리에, 마틴 & 맥아더, 토리 리차드, T&C 서프 

디자인스와 같은 하와이 로컬 브랜드 매장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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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 최초로 입점한 빅토리아 시크릿, CH 캐롤리나 헤레라, 

앤스로폴로지, 자라 등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라모아나 센터에는 유명 대형 백화점 - 니만 마커스, 노드스트롬, 블루밍 

데일스, 메이시스 그리고 타겟이 입점해 있습니다. 매년 약 5천 3백만 방문 

횟수를 기록하며 하와이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알라모아나 센터는 지난 1998년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1조 이상의 판매를 올린 첫 쇼핑 센터로 기록되기도 했으며 꾸준히 

높은 판매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후로 현재 미국에서는 단 세 곳의 

쇼핑 센터가 1조 이상의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 알라모아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고객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습니다. 몰튼스 더 스테이크하우스, 

아싸지오, 니만 마커스 내 마리포사, 노드스트롬 내 루첼로 등은 하와이 파인 

다이닝 중에서도 최고의 요리를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4층 호오키파 테라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GEN 코리안 바베큐 하우스, 제이드 다이너스티 

시푸드 레스토랑, 마이타이, 마마 포, 올리브 가든, 로마노스 마카로니 그릴 

그리고 타나카 오브 도쿄가 있습니다. 라나이 앳 알라모아나 센터에는 다양한  

음식점과 아가베 바가 있는가 하면 마카이 마켓 푸드코트에서는 약 30가지에 

달하는 음식 옵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몰 2층에 위치한 럭키 스트라이크 

소셜에서는 볼링과 아케이드 게임, 라이브 뮤직 및 셰프의 특별한 요리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알라모아나 센터에는 총 160여 

개의 레스토랑이 입점해있으며 모든 이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라모아나 센터 확장            2017년 10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예전 장소인 마우카 윙에 타겟 입점 

 

2016년 3월,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마우카 윙에서 에바 윙으로 위치 이동 

그 해 6월 시로키야 재팬 빌리지와 8월 푸드랜드 팜스가 에바 윙에 입점 

 

2015년 11월, 알라모아나 센터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센터 서쪽의 에바 지역이 총 3층에 달하는 추가 쇼핑지역으로 탈바꿈 했으며 

센터 전역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완성됨. 알라모아나 센터 확장 

프로젝트는 센터 코트 지역의 개조 공사를 기점으로 2013년 시작하였으며 

서쪽 에바 지역 확장 공사로 하와이 최초 블루밍데일스 백화점과 34개의 

매장이 새롭게 입점. 

 

2008년 3월, 알라모아나 센터의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2층 규모의 하와이 

최초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입점하였고 이로 인해 센터에는 총 30여개의 

새로운 매장이 추가됨. 지난 확장 프로젝트로 총 2만 8천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지가 확장되었으며 800여개의 주차 공간이 추가됨. 

 

시설                                     알라모아나 센터는 기본 정보, 휠체어 서비스, 기프트 카드 구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는 스트리트 



Ala Moana Center  - Fact Sheet 
Page 3 of 3 

레벨 1층 주차장, 라이드 쉐어(우버 또는 리프트 등) 서비스는 스트리트 레벨 

1층 및 몰 레벨 2층에서 이용 가능하며 와이키키 내 호텔에서 투숙하는 

쇼핑객들을 위해 쇼핑 트롤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센터 

인근에 전기 차량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 대책 알라모아나 센터는 코로나19 사례와 관련하여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사태 이후 위생에 대한 고객분들의 요청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기준을 선보입니다.  

 

영업시간          월요일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마카이 마켓 푸드코트 및 라나이: 월요일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현재 영업 중인 매장과 변경된 영업시간은 한국어 공식 웹사이트 www.AlaMoanaCente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라모아나 센터 소개 

 

알라모아나 센터는 약 22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야외 쇼핑센터로 블루밍데일스, 니만 

마커스,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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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만 명의 쇼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알라모아나 센터는 1450 Ala Moana Boulevard 

Honolulu, Hawaiʻi 96814에 위치해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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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