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와 이  관 광  옵 션  안 내  

* 대회 후에 관광에 참여하는 분은 파란하와이 여행사의 하나 혹은 두 개의 관광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파란하와이 관광 옵션 가격 

A 28일 (11:00 am ~ 6:00 pm) 오하우섬 일주 (점심 포함) $70.00 

B 29일 (4:30 am ~ 9:00 pm) 마우이섬 일주 (항공료와 점심 포함) $300.00 

C 29일 (7:30 am ~ 4:00 pm) 진주만 투어 (아침 점심 포함) $150.00 (3~12세 120.00) 

 

• 주일 관광을 하시는 분은 주일 예배 후에 호텔로 11시까지 라이드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약속

한 시간에 호텔에 와서 참석자를 모시고 관광을 떠납니다. 위의 관광에 참여하실 분은 아래 여행사에 직

접 예약하고 여행사 측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위의 가격은 50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 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란하와이 관광에 참여하실 분은 파란하와이 예약 요청서를 작성해서 파란하와이 Paran Hawaii Tour, 

INC(info@paranhawaii.com)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란하와이 Paran Hawaii Tour, INC 

1920 Ala Moana Blvd. #103 Honolulu, HI 96815 

(808) 888-6695 (현지 시간 9 시 ~오후 6 시), 문의 메일 info@paranhawaii.com 

WEB: www.paranhawaii.com Blog : blog.naver.com/paranhawaii 

• 28 일(주) 관광은 오전 11 시부터 당일 오하우 섬 일주 일정입니다. 

1. 와이키키 출발(11:00~11:30) 2. 다이아몬드헤드 전망대 3. 한국 지도마을 4. 하나우마베이 전망대  

5. 마카푸 전망대 6. 할로나 블로우 홀 7. 중국인 모자섬 8. 노스쇼어 새우요리 점심(1:30~2:00 예상)  

9. 선셋 비치 10. 할레이바 타운 11. 돌 플랜테이션 12. 진주만 13. 와이키키 도착(6:00 예상) 

• 29 일(월) 마우이섬 일주 관광은 항공편으로 마우이 섬에 도착해 일일 관광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1. 와이키키 출발(04:30~6:30) 2. 마우이 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8:00~9:00) 3. 할레아칼라

(9:30~12:30) 4. 점심(Kahili Restaurant, 현지식) 5. 라하이나 올드 타운(반얀트리)(2:00~3:30)  

6. 이야오 계곡(3:30~5:00) 7. 마우이 공항 출발(6:00~7:00) 8. 호놀룰루 공항 도착(7:00~8:00)  

9. 와이키키 도착 (8:00~9:00 예상) 

• 29 일(월) 진주만 관광은 호놀룰루 커피 컴퍼니를 시작으로 진주만으로 이동하여 미 해군의 자랑스러운 

전함 미주리호에 탑승해 한국인 공인 가이드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투어입니다. 

호텔 픽업(7:30~8:00) 2. 호놀룰루 커피 컴퍼니 조식 + 커피 역사 투어(8:00~9:00) 3. 진주만 도착

(09:30) 4. 전함 미주리호 공인 가이드 투어(9:40) 5. 태평양 항공 박물관 투어(11:00~12:00) 6. 진주만 

특제 해군 카레 점심(12:10~12:45) 7. 애리조나 기념관(1:00) 8. 진주만 출발(3:00) 9. 호텔 도착(3:40) 

*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주일(5/28)에 떠나시는 분은 12시에 호텔에서 공항까지 라이드해 드립니다.  

*  관광에 참여하시는 분은 공항까지 라이드해 드리지 못합니다.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호텔 측에 직접 요청

하시고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5/29) 관광에 참여하시는 분은 3박 4일 일정이니 비행기와 호텔 예약할 때 유념하시고, 여행 일정

을 마치고 떠나시는 때 호놀룰루 출발 비행기 예약도 투어 마감 시간을 고려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