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락어훌라, 하와이안 디너쇼
와이키키 최대의 쇼®

로얄 하와이안 센터 빌딩B, 4층에서 매일 밤 8시 공연. 금요일은 쉽니다. 

그린룸 디너와 쇼

체크인 시간 오후6시
최고의 경험

스테이지사이드 디너와 쇼

체크인 시간 오후6시15분
VIP대우

루아우 뷔페와 쇼

체크인 시간 오후6시30분
하와이안 밤

프리미어 칵테일 쇼

체크인 시간 오후7시30분
와이키키에서의 재미있는 밤

훌라 환영인사
알로하 인사로 저녁을 시작하세요!

그린룸® 리셉션
무대뒤 전용룸에서 

그린 ”샴페인”

오직 락어훌라®에만 있는  
백스테이지 투어 

스타와 기념사진 포함 (커플당 한장)

베스트 프라이빗 테이블
스테이지 옆 중앙 VIP석

한잔의 슈퍼 프리미엄 음료
메인산 랍스터 샐러드, 자연산 연어와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4코스 저녁식사 새로운 쇼
라이브 음악과 춤으로 만나는 1920년대부

터 현재까지의 “하와이안 여정”

Meet&Greet®

락어훌라®만의
공연멤버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훌라 환영인사
재미있고 신나는 와이키키의 밤

VIP환영 리셉션
VIP 전용 라운지에서

이 코모 마이 타이®를 즐겨보세요

프라이빗 테이블
스테이지 옆 VIP석

한잔의 슈퍼 프리미엄 음료

4코스 저녁식사
메인산 랍스터 샐러드, 자연산 연어와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와이키키 최대의 쇼®

하와이안 춤과 아메리칸 팝송의 만남!
락어훌라의 특별한 경험

Meet&Greet®

스타들과의 사진촬영 
소셜미디어에 올려보세요 

하와이안 환영인사
한잔의 이 코모 마이 타이®와

신선한 파인애플

라이브 하와이안 공연
노래를 신청하시거나

훌라레슨에 참여하세요

루아우 통돼지구이와  
로스트비프가 있는 

하와이식 뷔페 저녁식사

2층 프리미어 좌석에서 보는
넋을 빼놓는 파이어 나이프 댄스

Meet&Greet®

사진도 찍고
공연멤버들과 만나보세요

한잔의 슈퍼 프리미엄 음료
멋진 바에서

하와이안 칵테일을 즐기세요

전시관람
수집품 전시관

올드 하와이 전시관

2층 프리미어 좌석
여러분의 음료를 가지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Meet&Greet®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사인

체크인 시간 오후7시30분
꼭 관람해야 하는 하와이안 쇼

하와이의 락킹 음악
드럼부터 기타까지.. 오하우 

탑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라이브 공연

Meet&Greet®

신나고 재미있는 밤을
사진과 함께 추억하세요

여름 가족 이벤트

아동 무료 루아우

7월1일-9월30일

아동 무료 루아우: 유료 성인 한 분당
한 명의 어린이(3세-11세)에게 무료 

뷔페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디너쇼 패키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반짝이는 보물”을 얻기 위한 보물찾기®!

락킹쇼

디너쇼는 오후4시까지
쇼는 오후7시까지 
당일 예약 가능합니다.

years

of Al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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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대가 즐길수 있는 재미있는 와이키키에서의  밤®

Copyright ©2020 Rock-A-Hula     KOR



4코스 메인산 랍스터,
자연산 연어,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디너

선택식 메인요리 선택식  메인요리

선택식  메인요리

숯불에 구운 닭고기 또는

채식 샐러드 채식 / 글루텐 프리

레인보우 샐러드
구운 스파이스 두부 스테이크, 

포토벨로 버섯, 
스페인식 솥밥

4코스의 메인산 랍스터,
자연산 연어,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디너

숯불에 구운 닭고기 또는

채식 샐러드

레인보우 샐러드

채식 / 글루텐 프리

통돼지구이와
로스트비프

루아우 뷔페 디너

서비스 사항: 락-어-훌라®에서 언제나 즐겁게.

구운 스파이스 두부 스테이크, 
포토벨로 버섯, 
스페인식 솥밥

라바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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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어훌라®에서의 고품격 저녁식사

그린룸® 리셉션
신선한 마우이 골드® 파인애플과 프로슈토햄 꼬치, 신선한 과일 꽃

빅아일랜드산 염소치즈와 포하 젤리 꽃상추
로미로미 연어

✦

노바스코샤주에서 잡은 메인산 랍스터를 곁들인 레인보우 샐러드
하우스메이드 릴리코이 “샴페인” 드레싱과

현지산 어린잎채소, 종려나무순, 사탕무, 잘 익은 토마토,
레몬, 와사비 칵테일 소스

✦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와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살짝 볶은 신선한 계절채소

검은 송로버섯이 들어간 으깬 감자
✦

파인애플 딜라이트
Il Gelato® (일 젤라토)의 파인애플 젤라토, 

마카다미아 크럼블과 구운 코코넛

갓 구운 브리오슈, 버터
Hawaiian Paradise Coffee® (하와이안 파라다이스 커피)의

신선한 코나 블렌드 커피 그리고 차

VIP 웰컴 리셉션
3종류의 하와이안 포테이토 칩스

신선한 마우이 골드® 파인애플과 프로슈토햄 꼬치, 신선한 과일 꽃
마카다미아 넛

✦

노바스코샤주에서 잡은 메인산 랍스터를 곁들인 레인보우 샐러드
하우스메이드 릴리코이 “샴페인” 드레싱과

현지산 어린잎채소, 종려나무순, 사탕무, 잘 익은 토마토,
레몬, 와사비 칵테일 소스

✦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와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살짝 볶은 신선한 계절채소

검은 송로버섯이 들어간 으깬 감자
✦

파인애플 딜라이트
Il Gelato® (일 젤라토)의 파인애플 젤라토, 

마카다미아 크럼블과 구운 코코넛

갓 구운 브리오슈, 버터
Hawaiian Paradise Coffee® (하와이안 파라다이스 커피)의

신선한 코나 블렌드 커피 그리고 차

여러분의 테이블에
온 가족을 위한 신선한 마우이 골드® 통파인애플*

✦

카빙 스테이션
현지식을 구운 루아우 새끼돼지

미국 농무성 인증 초이스 로스트 비프
사해소금

✦

로컬 추천요리
훌리훌리 치킨

마카다미아넛 흰생선 요리
코코넛과 함께 구운 우알라 고구마*

베지테리언 볶음밥*
✦

아일랜드 샐러드 바
하와이안 녹색채소와 방울토마토*

하우스메이드 파파야와 릴리코이 드레싱
하와이 스타일의 마카로니 샐러드

로미로미 연어
리무(하와이안 해초)를 곁들인 두부 포케*

갓 구워낸 타로롤,  버터
✦

하와이안 디저트 샘플러
계절별 신선한 과일 플래터*

초코렛 도바쉬 케이크
코코넛 하우피아

일 젤라또®의 레인보우 소르벳*

Hawaiian Paradise Coffee® (하와이안 파라다이스 커피)의
신선한 코나 블렌드 커피 그리고 차

채식주의 선택사항은 *표시 되어있습니다.
구운 채식 가든 패티 또한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극장
수집품 전시관 & 바

프리미어 씨어터
음악 전시품들과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와이키키의 유일한 750석 멀티미디어 극장

바
인기있는 슈퍼 프리미엄 하와이안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바

     무알콜도 가능하여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코모 마이 타이®
더 킹스 올
슉업 마티니

마이클
스릴러 칠러 라이치 마티니 블루 하와이

선택식 메인요리나 교통수단, 휠체어사용 및 서비스 
사항 이용시 24시간전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리미어 칵테일과 락킹쇼의 서비스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단 이용시 호텔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이키키에서 신나는 밤

킹스 업그레이드
개인당 15달러

생일

케이크
40달러부터

웨딩

웨딩 케이크
110달러부터

리셉션

킹스 리셉션
개인당 45달러

하와이 추억

스타와 기념사진
장당 25달러

축하하기 위해

돔 페리뇽
병당 325달러

와인 커너서

오퍼스 원 오버추어
병당 205달러

교통수단

와이키키에서 개인당 15달러
코 올리나에서 개인당 34달러

기념품샵

킹 스카프
10달러

마이클잭슨의 반짝이 장갑
20달러

새로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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