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년 1 월 17 일]   

할레쿨라니 오키나와, 2 월 27 일부터 사전 예약 실시 

➢ 호텔 정식 오픈 일은 7월 26일 

➢ 아시아 탑 셰프가 이끄는 오키나와 최상급 다이닝 레스토랑 오픈 

하와이 최고급 호텔 브랜드 할레쿨라니가 오는 7 월 26 일 일본 오키나와에 할레쿨라니 

오키나와를 오픈하고, 2 월 27 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다.  

 

할레쿨라니 오키나와는 하와이 오아후 섬에 위치한 할레쿨라니 와이키키에 이은 두 번째 

브랜드 호텔로, 일본 내 대표 휴양지인 오키나와의 온나 빌리지에 자리한다. 호텔은 오키나와 

해안 국정 공원 내 약 1.7km 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들어서며, 에메랄드 빛 바다와 

모래사장을 조망할 수 있는 360 개의 오션뷰 객실을 갖춘다. 뿐만 아니라, 스파 시설, 

피트니스 그리고 5 개의 실/내외 수영장을 완비할 예정이다.  

 

전 객실은 모두 최소 15평 이상의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며, 그 중 47 개 객실은 23평에서 

89 평에 이르는 스위트 룸으로 구성된다. 또한 5 개 빌라에는 개인 수영장과 천연 온천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인테리어는 우아함을 모티브로 하는 뉴욕의 샴팔리마우드 

디자인(Champalimaud Design)에서 담당했으며, 전 객실은 할레쿨라니 시그니처 컬러인 

‘흰색의 7 가지 그림자’를 테마로 클래식하고 심플한 색채 조합을 이용해 꾸며진다.  

 

본 호텔은 최상급 호텔 객실과 더불어 오키나와 최고급 다이닝 레스토랑도 갖췄다. 

할레쿨라니 오키나와는 이노베이티브 레스토랑인 시루(SHIROUX), 일식당 아오미(AOMI), 

스테이크&와인 킹덤(KINGDOM) 그리고 올데이다이닝 

하우스 윗아웃 어 키(House Without a Key), 바 

스펙트라(BAR SPECTRA) 등 총 4 개의 레스토랑과 1 개의 

바를 보유한다. 특히, 레스토랑 시루는 아시아 탑 셰프로 

손꼽히는 히로야스 카와테 셰프(Hiroyasu Kawate)가 수장을 

맡아 주목을 끈다. 카와테 셰프는 미쉐린 2 스타 획득 및 

2019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20 에 3 위로 이름을 올린 

도쿄의 프로릴레지(Florilège)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루(SHIROUX) 총괄 셰프 히로야스 카와테, 호텔 총지배인 준 요시,  

호텔 총괄 셰프 히로시 타카하시 (왼쪽부터) 



 

할레쿨라니 오키나와 레스토랑 & 바  

 시루 SHIROUX (이노베이티브)  

시루는 오키나와 방언으로 ‘하얗다’는 뜻이다. 하얀 모래사장과 

파도, 구름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재철 식재료를 주로 사용한 

프랑스식 요리를 선보인다.  

*좌석 수: 총 66개 석 (8인 석의 프라이빗 룸 포함)  

 아오미 AOMI (재패니스 퀴진)  

아오미의 아오(AO)는 ‘파랗다’는 뜻으로, 자연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하늘을 모티브로했다. 아오미에서는 신선한 오키나와의 

식재료를 사용해 전통 일본식 요리를 선보인다.  

*좌석 수: 총 42 개 석 

 킹덤 KINGDOM (스테이크 & 와인)  

하와이와 오키나와가 ‘왕국’의 역사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착상을 얻었다. 식탁 위에서 스테이크가 갖는 위엄을 

상징하기도 한다. 일본 전역에서 엄선한 육류를 선보이며 다양한 

와인을 곁들일 수 있다.  

*좌석 수: 총 124 개 석 (32 석의 테라스 포함) 

 

 하우스 윗아웃 어 키 House Without a Key (올-데이 다이닝)  

할레쿨라니 하와이의 레스토랑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식전 칵테일과 야외 공간에서 

간단하게 즐길 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   

*좌석 수: 총 130 개 석 (24 석의 테라스 포함) 

 바 스펙트라 BAR SPECTRA (바) 

“다양한 컬러”를 의미하는 스펙트라는 석양에 하늘이 층층이 물든 

풍경을 반영했다. 바다 넘어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다양한 

맛의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좌석 수: 총 41 개 석 

 

 

 



 

본 보도자료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 [별첨] 할레쿨라니 오키나와 객실 타입 

 

룸 타입 규모 

디럭스 오션뷰 약 15평 

프리미엄 오션뷰 약 15평 

프리미엄 오션 프론트 약 15평 

프리미엄 클럽 오션 프론트 약 15평 

이규제큐티브 오션 스위트 약 23평 

이그제큐티브 오션 프론트 스위트 약 23평 

코랄 스위트 약 31평 

오션 테라스 스위트 약 46평 

할레쿨라니 스위트 약 74평 

오키드 스위트 약 89평 

클리프 빌라 약 25평 

할레쿨라니 빌라 약 50평 

*빌라에는 개인 수영장과 천연 온천 시설이 완비 

디럭스 오션뷰 할레쿨라니 스위트  오키드 스위트 

 

# # # 

“할레쿨라니”는 하와이어로 천국 같은 집이라는 뜻으로, 세계리딩호텔연맹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에 일본 세 번째 멤버로 이름을 올린다. 자세한 내용 

및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 참고 www.okinawa.halekulani.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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