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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자연 탐방로와 증기가 피어오르는 색색의 호수, 그리고 지열이 뜨겁게 달군 연못을 탐사하세요.

 탐방로

	 자연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화카레와레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동식물의	 모습을	
관찰하세요.	 	마누카와	카누카	나무(티	트리),	포후투카와	나무(뉴질랜드	크리스마스트리),	
그리고	 다수의	 고사리류와	 식용	 식물들이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입니다.

	 탐방로는	낮은	수준의	체력으로도	거뜬히	걸을	수	있습니다.

 테 로토 아 타마헤케(TE ROTO A TAMAHEKE 타마헤케의 호수)

	 오래전	이	지역에	살았던	부족장	타마헤케의	이름을	딴	호수입니다.		호수	바닥	
이곳저곳에서	온도가	끓는점보다	높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로토 카나파나파 (LOTO KANAPANAPA 카나파나파 호수)

	 이	호수는	지열성	광물질이	유입되어	녹색을	띠며	수온이	따뜻합니다.		과거	장례	
의식을	치르는	토훙아(Tohunga	사제)가	이곳	물을	사용하여	매장하기	전에	죽은	
이의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언덕 위 전망대

	 모코이아	섬과	화카레와레와	마을을	포함하여	로토루아	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투호우랑이	나티	와히아오(Tūhourangi	 Ngāti	 Wāhiao)	 부족이	언덕	
위에	세운	두	곳의	파(Pa	성채	마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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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 화카레와레와탕아오테오페타우아아와히아오(TE WHAKAREWAREWA-
TANGAOTEOPETAUAAWAHIAO)

2. 기념문

3. 다리, 페니 다이버

4. 테 푸아렝아 강(TE PUARENGA STREAM/흐르는 꽃)

5. 화레푸니(WHAREPUNI/침소)

6. 라후이(RAHUI/보호구역)

7. 스팀 박스 항이(STEAM BOX HANGI/지열 조리소)

8. 파레코후루(PAREKOHURU/살인적인 물결)

9. 마라 카이(MAARA KAI/채소밭)

10. 오일 바스(OIL BATHS/최고의 욕장)

11. 와이푸루(WAIPURU/담그다)

12. 푸레레후아(PUREREHUA/나비)

13. 간헐천 전망대/전망대 1

14. 코로티오티오(KOROTIOTIO/팩팩거리는 남자)

15. 투호로마타카카(TUHOROMATAKAKA)

16. 카페

17. 화레 티푸나(WHARE TIPUNA/역사적인 미팅하우스)

18. 테 아라와 성공회 성당(TE ARAWA ANGLICAN CHURCH)

19. 테 웨렝아(TE WERENGA/중지하다)

20. 테 마타푸나 오 파파투아누쿠(TE MATAPUNA O PAPATUANUKU/GNS 지구과학 시설)

21. 테 코항아 레오(TE KOHANGA REO/마오리어 보육 시설)

22. 문화 공연장

23. 천주교 성당

24. 매기 파파쿠라(MAGGIE PAPAKURA/가이드 랑이 기념관)

25. 우루파(묘지)

26. 간헐천 테라스 전망대/전망대 2

Haere Mai - 하에레	마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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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테 웨렝아(TE WERENGA/중지하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이내믹한 머드 풀입니다.  이곳의 

진흙은 관절염과 요통, 류머티즘에 효능이 있으며, 피부도 젊어 보이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드 온도는 섭씨 80~90도 사이이며 밀도가 

유사(Quick sand)와 비슷합니다.

20. 테 마타푸나 오 파파투아누쿠(TE MATAPUNA O PAPATUANUKU/

GNS 지구과학 시설)

 이 시설에서 지열 환경과 지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우리 마오리 

조상들이 지열 지대의 정상에서 살게 된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화하는 지구과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21. 테 코항아 레오(TE KOHANGA REO/마오리어 보육 시설)

 마오리인들이 정부에 대해 언어 보존 운동을 펼친 후 1982년부터 

교육과정에 마오리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을 위한 마을 

유치원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전역에 마오리어만 사용하는 코항아 레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5세까지 마오리어를 사용합니다.

22. 문화 공연장

 현지 공연단인 테 파키라(Te pakira)의 공연을 감상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마오리 노래와 춤을 즐기세요.  매일 2회, 오전 11:15, 오후 2:00에 

30분씩 공연합니다. 격렬한 하카(전투 춤), 와이아타 아 링아(Waiata a 

Ringa 율동을 곁들인 노래), 길고 짧은 막대기로 하는 스틱 게임, 포이 

댄스를 보여주고 관람객이 참여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23. 천주교 성당

 1905년에 세워졌습니다  마을 주민 중 많은 수가 천주교도로, 천주교 

성당 주위에 그들을 위한 묘지가 있습니다.  

24. 매기 파파쿠라(MAGGIE PAPAKURA/가이드 랑이 기념관)

 매기 파파쿠라는 20세기 초 화카레와레와에서 가장 유명한 가이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웠고 부족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화카레와레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가이드로 꼽히는 ‘가이드 랑이’의 무덤이 기념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매기 파파쿠라의 아들이며 랑이의 남편인 테 아오누이 덴난(Te Aonui 

Dennan)도 그의 어머니 묘석 왼편에 묻혀 있습니다.

25. 우루파(묘지)

 땅속에서 진행되는 지속적인 지열 작용으로 인해 묘소를 지상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26. 간헐천 테라스 전망대/전망대 2

 간헐천을 가장 가까이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간헐천 테라스 

아래 작고 푸른 호수는 밝은 청색을 띠고 ‘블루이즈’(The Blueys)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테 화카레와레와탕아오테오페타우아아와히아오(TE WHAKAREWA-

REWATANGAOTEOPETAUAAWAHIAO) 
 우리 마을의 이름은 ‘와히아오 전사들의 봉기’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은 

300여 년 전 전사이자 부족장이었던 와히아오가 아버지와 부족민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전사를 소집했던 사건에 기원합니다.  이를 줄여  

‘화카레와레와’ 또는 더 짧게 ‘화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기념문

 이 기념문은 세계 2차대전에 참전한 부족 병사와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쟁 후 세워졌습니다.  기념문 정면에 새겨진 Te Hokowhitu a 

Tu는 전쟁의 수호자인 투(Tu, Tumatauenga)를 기리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5일이 되면 이른 아침 전몰 장병을 기리는 앤잭(ANZAC 호주 

뉴질랜드 군단) 행렬이 벌어집니다.

3. 다리, 페니 다이버

 이 다리가 처음 세워진 해는 1885년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다리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왕복 1페니 삯에 사람들을 업어서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만들어진 후에는 다리를 건너는 

방문객들이 던진 페니(현재의 1,2달러 동전)를 주우려고 다리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는 마을 아이들 때문에 “페니 다이버”(Penny Divers)

라는 애칭이 생겨났습니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4. 테 푸아렝아 강(TE PUARENGA STREAM/흐르는 꽃)

 강물을 따라 노란 황 침전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모습을 꽃과 같다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5. 화레푸니(WHAREPUNI/침소)

 전통 자연 건축 자재인 카퐁아(Kaponga 나무고사리)로 지은 화레푸니 

(집)입니다.  화카레와레와에 처음 정착한 마오리인들은 멀리까지 한눈에 

보이고 온천과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고지에 집을 지었습니다.

6. 라후이(RAHUI/보호구역)

 이곳에서 여러 온천이 솟아납니다.  투호우랑이 나티 와히아오 부족 마을 

주민들이 취사와 목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7. 스팀 박스 항이(STEAM BOX HANGI/지열 조리소)

 이 마을의 선주민들은 지열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음식을 

익혔습니다. 이 전통 조리 방식이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16)에서 그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이 

파이도 맛보세요.

 8. 파레코후루(PAREKOHURU/살인적인 물결)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온천으로, 매 45분에서 1시간 주기로 연못이 

진동하며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진동을 마치면 수위가 내려가며 

수면에서 공기 방울들이 올라옵니다. 이 때문에 “샴페인 풀”이라는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이곳에서 잎채소와 뿌리채소, 해산물을 익힙니다.  

파레코후루에서 익혀낸 옥수수를 카페(16)에서 살 수 있습니다.

9. 마라 카이(MAARA KAI/채소밭)

 이곳에 전통 화레카이(Wharekai 마을 공동식당)인 파파화라누이

(Papawharanui)가 서 있습니다. 마라 카이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생활과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공간입니다. 채소밭 안에 조각으로 장식한 두 

개의 건물이 서 있는데, 파타카(Pataka)라 불리는 음식 보관 창고로서 

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면 위로 세워져 있습니다.

10. 오일 바스(OIL BATHS/최고의 욕장)

 마을 주민들이 목욕하는 공동 목욕탕입니다. 오일 바스라는 이름은 

광물질을 함유한 물이 오일처럼 미끈미끈한 데서 온 것입니다.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과거 관절염, 요통, 류머티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11. 와이푸루(WAIPURU/담그다)

 이 연못에서 한때 마을 사람들이 침구와 기저귀를 초벌 세탁했습니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2. 푸레레후아(PUREREHUA/나비)

 이 연못은 현지에서 기상예보기로 통합니다.  날씨(기압)에 따라 

변하는데요.  수위가 낮아지면 날씨가 곧 달라진다는 징조입니다!

13. 간헐천 전망대/전망대 1

 이 전망대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활발한 간헐천 세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포후투(Pohutu) 간헐천, 오른쪽으로 프린스오브웨일스(Prince 

of Wales) ‘깃털’ 간헐천,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케레루(Kereru)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 솟는 시간은 자연이 정하지만, 보통 1시간에 한 

번 이상 솟아오릅니다.  ‘크게 튀어 오른다’는 뜻을 지닌 포후투 간헐천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크며, 높이가 10~40m 사이에서 

변화합니다. 세 간헐천 중 가장 활발한 것은 일명 테 토후(Te Tohu 

표지)라 불리는 프린스오브웨일스 ‘깃털’ 간헐천입니다. 한편, 케레루 

(숲비둘기)는 솟아오르는 주기가 불규칙합니다.

14. 코로티오티오(KOROTIOTIO/팩팩거리는 남자)

 가장 폭발적인 온천으로 초고온으로 데워진 물이 수면 위로 솟구칩니다.  

이 마을뿐 아니라 로토루아에서 유일하게 땅 위로 폭발적으로 물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연못입니다.  과거 오일 바스의 유일한 

급수원이었으며, 수온이 항상 섭씨 104도 이상을 유지하고,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15. 투호로마타카카(TUHOROMATAKAKA)

 우리의 조상, 투호로마타카카의 이름을 딴 이 집은 유명한 가이드의 

하나인 매기 파파쿠라(Maggie Papakura, 가이드 프로필 3번)를 위해 

조각 장인인 테네 와이테레(Tene Waitere)가 세웠습니다.

16. 카페

 ‘뉴질랜드에서 꼭 해야 할 것’의 하나인 독특한 지열 항이 음식과 우리의 

유명한 항이 파이를 맛보세요. 마을 주위에 있는 천연 지열 스팀 박스와 

파레코후루(Parakohuru) 온천(8)에서 음식을 조리합니다. 오후 12~2시 

사이에 식사할 수 있으며,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화레 투푸나(WHARE TUPUNA/역사적인 미팅하우스)

 우리의 위대한 조상인 와히아오(Wahiao)의 이름은 딴 집입니다.  

전통적인 미팅하우스로서 마오리 조각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각의 거장이 그의 예술적인 기교와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상의 

계보이자 역사인 화카파파(Whakapap)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조각으로 그의 부족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전설, 계보 

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8. 테 아라와 성공회 성당(TE ARAWA ANGLICAN CHURCH)

 타라웨라(Tarawera) 화산 폭발(1886년) 생존자 중 많은 성공회 신도가 

가족과 함께 화카레와레와로 이주하면서 성공회가 이곳에 심어졌습니다.

가이드 투어:
오전	9:00~오후	4:00까지	매시간	

(콘서트	시간	제외)

콘서트/문화 공연장:
매일	오전	11:15,	오후	2:00

여름	시즌	(11월~4월)에는	오후	12시	30분에도	
콘서트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낮 시간 항이 식사:
12시	정오~오후	2시	사이

안전 주의 사항 
화카레와레와는 모두의 안전과 웰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주의 
사항입니다.

• 어린이를 항상 지켜보세요. 어린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표시된 보도/트랙만 이용하세요.  지열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절대 보도/트랙을 벗어나지 
마세요. 

• 모든 경고 및 안내 표지판에 따르세요.

• 주민이 생활하는 마을이므로 차량 통행에 
유의하세요. 

기념문 근처에서 더 자세한 안전 정보를 담은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www.whakareware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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