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아름다운 전경과 저녁식사 그리고 쇼

하와이 #1 크루즈
알로하 타워 마켓플레이스 피어8에서 매일 오후5시30분에 출항

파이브스타 선셋 다이닝과 재즈®

오후5시30분부터 오후8시까지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최고의 분위기

승선전 훌라 환영인사

선장의 환영 리셉션

슈퍼 노바 룸

프라이빗 테이블

계절별 선보이는 7코스 저녁식사

하와이안 벨리니 칵테일 제공

새로운 본보야지 훌라댄스

3잔의 슈퍼 프리미엄 음료

살아있는 메인산 랍스터와
최상급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승선전 훌라 환영인사

샴페인 토스트와

저녁식사동안 라이브 재즈

& 승선시 본보야지 훌라댄스

두잔의 프리미엄 음료

오하우 탑 아티스트 트리오의
라이브 재즈 공연

숨막힐 듯 아름다운 노을 풍경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쓰리스타 선셋 디너와 쇼

오후5시30분부터 오후7시45분까지
스타일이 있는 고급스러운 크루즈

5코스 저녁식사
메인산 랍스터와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양껏 있는
수
을
먹 대게

®

스타 선셋 디너와 쇼

오후5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
알로하로 전달되는 편안함과 우아함
승선전 훌라 환영인사
& 승선시 본보야지 훌라댄스

스타 시그너처
마이 타이 한잔

3코스 저녁식사
대게와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18미터 높이의 전망갑판에서
보는 360도의 파노라마한 전경

“60 Years of Aloha”는 1957년 웨딩을 시작으로 신혼커플의
폴리네시안 여행이 담긴 새로운 쇼입니다.

금요일 불꽃축제와 선셋
오후 5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

퍼시픽스타 선셋 뷔페와 쇼

15.00달러 추가

오후5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
뷔페식 식사와 트로피칼 재미
아름다운 댄서들의

승선전 훌라 환영인사

로스트 비프 뷔페 저녁식사와
스타 시그너처 마이 타이 한잔

폴리네시안 쇼

각층에 있는 전망갑판에서 볼수 있는
다이아몬드헤드까지 펼쳐지는
와이키키의 스카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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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전망이 펼쳐지는 스타 오브 호놀룰루®에서의 완벽한 저녁식사

5코스 메인산 랍스터와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디너

7코스 시그너처 디너
계절별 분기별 메뉴

3코스 대게와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디너

환태평양식 요리
로스트 비프 뷔페 디너
새로운
메뉴

선장의 환영 리셉션에서 맛보는 여러종류의 계절별 카나페

애피타이저 바

각종 수입산 & 국내 (미국산) 치즈
(브리, 블루치즈, 포트 살루트, 체다, 스위스, 페퍼잭)
Carr’s® (카스) 크래커
신선한 계절별 열대 과일

v

수프
v

와이포리 베이비 로메인 상추

카빙 스테이션

잘 익은 토마토
참깨 스타 퍼프 페스트리
하우스메이드 파파야씨 드레싱

알레아 소금을 바른 미농무성 인증 초이스 로스트 비프
마우이 양파 쥐리에
v

환태평양 요리

v

애드머럴 샐러드

하와이안 샐러드

v

v

캐나다산 대게 다리 그리고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보라색 꽃상추, 와이포리 베이비 로메인 상추, 방울토마토
하우스메이드 릴리코이 타라간 비네그렛 드레싱

v

항공수송된 살아있는 메인산 랍스터 요리

노바스코샤주에서 잡은 메인산 통 랍스터

v

포트와인 소스, 신선한 레몬,
정제버터와 상큼한 시트러스 폰주소스
하우스메이드 으깬 감자,
살짝 볶은 신선한 채소

신선한 레몬, 정제버터 그리고 폰주소스
v

소르벳 인터메조

달콤한 마데이라 와인소스의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아이다호주 러셋감자와
빅아일랜드 오키나와산 으깬 감자, 살짝 볶은 신선한 계절 채소

v

미농무성 인증 최고급 소고기 안심스테이크

v

v

셰프의 스페셜 디저트

화이트 초콜렛으로 장식한
Elvin’s Bakery® (엘빈스 베이커리)에서 갓 구운 케이크

일 젤라또®의 마카다미아넛 아이스크림

갓 구운 프랜치 바게트와 브리오슈, 백조모양 버터

갓 구운 후리카케 라보쉬와

하와이안 망고 무스 케이크

v

Hawaiian Paradise Coffee® (하와이안 파라다이스 커피)의

달콤한 버터 브레드 스틱

신선한 스타식 코나 블렌드 커피

Hawaiian Paradise Coffee® (하와이안 파라다이스 커피)의

Mighty Leaf® (마이티 리프) 유기농 차

신선한 스타식 코나 블렌드 커피 그리고 차

코코넛 카레 흰생선 요리
구운 미소야끼 비비큐 치킨
베지테리언 야키소바*
흰 쌀밥*

양껏
먹을 수 있는
대게

v

샐러드 바
하와이안 감자 마카로니 샐러드
수미다 농장에서 재배한 물냉이, 두부, 콩나물 샐러드*
잘 익은 토마토* 와 오이* 플래터
스위트 브레드 크루톤과 시트러스 비네그렛 드레싱*을
곁들인 빅아일랜드산 녹색채소*
v

디저트와 커피 스테이션
홈메이드 초코렛 호두 브라우니
마카다미아넛 쿠키
코코넛 케이크
그린티 티라미수
계절별 신선한 과일 플래터*

Elvin’s Bakery® (엘빈스 베이커리)에서 갓 구운
포이 빵과 버터
Hawaiian Paradise Coffee® (하와이안 파라다이스 커피)의
신선한 스타식 코나 블렌드 커피 그리고 차

®

선택식 메인요리

선택식 메인요리

Elvin’s Bakery (엘빈스 베이커리)에서 갓 구운 포이빵과 버터

선택식 메인요리

구운 연어, 구운 닭가슴살 또는

마히마히 생선, 숯불에 구운 닭고기 또는

마히마히 생선, 숯불에 구운 닭고기 또는

채식/글루텐 프리

채식/글루텐 프리

채식/글루텐 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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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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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카세 토마토
콩피 골든 비트와 발사믹 리덕션

블랙 트러플 두부와 당근
오소부코
으깬 고구마

신선한 과일 메들리

토마토 라이스 필라프

발사믹소스를 곁들인
쥬키니 나폴레옹

구운 두부와 베지터블 나폴레옹
페스토 뇨끼

추가 서비스: 소중한 날을 더욱 스페셜하게!

스페셜
오퍼스 원
2011
2012
2013

$625.00
$525.00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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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기념일

생일

하와이안 드림

리셉션

추억담기

와인 커너서

교통수단

도시의 야경

셀레브레이션 플랜
개인당 30달러

둘만의 새로운 서약
커플당 190달러

레이 케이크
40달러부터

선장주례 웨딩
커플당 750달러

리셉션 플랜
개인당 50달러

개인 사진작가
540달러

오퍼스 원 빈티지
병당 375달러

와이키키에서 개인당 15달러
코올리나에서 개인당 34달러

와이키키 교통이 포함된 야경투어
개인당 36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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