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O‘ahu)의 주요
28가지 야외활동 및 투어

오아후의 주요 28가지 투어 및 야외활동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무엇이든 문의하세요!

(808) 697-6041

hyattplaceconcierge@expedia.com

오아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야외활동
하루 동안 역사적인 진주만의 모든 것을 경험하세요. 진주만에서의
여러분은 하루 동안 미 해군 애리조나 메모리얼, 미 해군 미주리 전함,
태평양 항공 박물관, 그리고 미 해군 보우핀 박물관과 공원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펀치볼의
태평양 국립 기념묘지를 방문할 때 일부 투어에서는 오디오 안내를 제공합니다.

진주만 일일 투어

숨겨진 열대우림, 무성한 계곡, 그리고 해변의 경치를 경험하세요.
여러분은 와이키키의 산호초, 다이아몬드 헤드의 사화산, 그리고
오아후의 가장 높은 폭포인 1,200피트 높이의 세이크리드 폭포 위를 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진주만, 애리조나 메모리얼과 미주리 전함의 전경도 볼 수 있습니다.

오아후의 항공 투어

하와이의 야생 스피너 돌고래를 찾아보면서 오아후의
서쪽 해안을 따라 크루즈 여행을 즐겨 보세요. 사파이어
블루의 와이아노 해안에서 스노클을 하고 바다를 옮겨온 듯한 호화로운 뷔페를 즐기세요.
겨울철에는 겨울에 찾아오는 고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노클과 돌고래 어드벤처

여러분은 사실적이고 극적인 이야기와 멋진 음악, 우아한 훌라 춤, 경이로운 파이어
댄서들의 공연을 통해 고대 폴리네시아로 시간 여행을 할 것입니다. 횃불 점등과
이무 의식, 그리고 음료와 칵테일을 곁들인 하와이의 별미들을 호화로운 뷔페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루아우

오아후의 숨 막힐 듯한 경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다이아몬드 헤드 전망대, 할로나 블로홀,
팔리 전망대, 돌(Dole) 파인애플 농장을 둘러보세요. 전문 가이드들이 하와이를 소개하고 알로하
정신을 공유합니다. 도시를 벗어나 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아후 그랜드 서클 아일랜드

경이롭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섬. 무지개 폭포, 화산 국립공원,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서스톤 용암 동굴, 오키드 식물원, 재거 뮤지엄,
스팀벤트와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보세요!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모험의 기회를 잡으세요!

화산 어드벤처

바다 어드벤처들
전문 카약 선수뿐만 아니라
가이드가 동행하는 카약 투어 초보자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약을 타고 가이드들의 안내를 받아 에메랄드빛의
바다, 바다거북의 보금자리, 조류 둥지 보호구역, 무인도,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생태 관광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점심 포함).
알래스카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혹등고래와 조우할 수 있는
짜릿한 유람선 여행을 떠나세요. 선상에서 점심을 먹고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거대한 장관을 보고 사진을 찍을 기회는 물론,
온 가족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교육적이고 유익한 모험입니다.
12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스노클링을
가볼까요?

고래 관찰

공기조절 장치로 편안하고, 해안 경비대의 승인을 받은
실제 잠수함을 타고 수심 100피트의 깊은 바닷속을
탐험합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배들과 비행기들 주위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들의 독특한 생태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투어

하늘로 날아올라 호놀룰루와 다이아몬드
패러세일/제트 스키 헤드의 전경을 360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아후의 남쪽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제트 스키의 짜릿함을 즐기세요.
두 가지 모두를 즐기면서 바다에서의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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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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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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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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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멀미가 없으신가요? 녹새치, 청새치, 마히마히,
오노(꼬치삼치), 아히(황다랑어), 가다랑어 등 원양
어류를 잡는 심해 낚시를 떠나보세요. 전세 보트를 타고 탁 트인 바다에서
하루 혹은 반나절을 즐기세요.

전세 바다낚시

가장 특별한

곳 중 하나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에코-어드벤처
4,000에이커의 광활한
목장에서 승마와 ATV
(4륜 산악오토바이)를 즐기세요. 열대우림을 지나, 눈 앞에 펼쳐지는 바다의
전경을 만끽하고,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낙원 같은 섬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반나절 혹은 하루 패키지가 있습니다.

쿠알로아 목장 승마 투어/ATV 타기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에코 하이킹 오아후의 생동감 넘치는 폭포들과 가장 유명한 지형들을
둘러보세요.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 하와이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 보세요.

트리탑 캐노피 집라인 투어에서 카아아와 계곡 정상에서
출발하며 두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일곱 개의 흥미진진한
구역과 두 개의 출렁다리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집라인은 200피트에서
4분의 1마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와이 부족들의
전통을 배우고, 카아아와 계곡에서 토종 동식물들을 보고 자연하천을 건너는
지핑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라인 투어

울퉁불퉁한 콜라우산을 지나 섬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경이로운 오아후의 북쪽 해안을
경험하세요. 아래 경관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선셋 해변 – 계절에 따라 큰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서핑의 발상지, 터틀 비치, 역사적인 할레이바 타운,
와이미어 폭포.

북쪽 해안 탐험

오아후

오아후의
독특하고
놀라운 경치는
할리우드도
부러워합니다.
많은 영화와
TV 쇼가
이곳에서
촬영했으며,
다양한
현장에서 에코
어드벤처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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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한 섬들
경이롭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섬. 무지개 폭포, 화산
하와이 섬 국립공원,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서스톤 용암 동굴,
오키드 식물원, 재거 뮤지엄, 스팀 벤트와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보세요!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모험의
기회를 잡으세요!
화산활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며 지구상에서
지질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을 투어해 보세요. 용암, 검은 모래 해변, 폭포를
고가의 항공기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힐로 출발

화산 및 폭포 투어(하와이 섬)

하나로 가는 길: 하나로 가는 가파른 계곡의 꾸불꾸불한 길에서
숨 막힐 듯한 전경을 경험하세요. 무성한 열대우림과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레아칼라 산 투어: 고도 1만 피트의 할레아칼라
정상과 이아오 밸리 주립공원을 여행하고 라하이나 타운을 둘러보세요.

마우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고대
카우아이 하와이 섬을 즐기세요. 태평양의 그랜드 캐니언인 와이메어
캐니언을 체험하세요. 와일루아 강을 따라 유명한 풀고사리 동굴까지
유람선을 타고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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