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아 오라, 환영합니다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화카레와레와 - 리빙 마오리 빌리지’는  
화나우(가족)가 소유, 운영하는 관광 
명소이자 생활의 터전입니다.

화카레와레와는 실제 마오리 사람들이 생활하는 전통 마을로, 
지열 활동이 활발한 고원 지대인 테 화카레와레와 계곡(Te 
Whakarewarewa Valley)에 있습니다. 남반구에서 가장 높이 
솟구치는 포후투 간헐천이 있는 이곳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마오리 문화와 지열 활동을 경험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화카레와레와 빌리지는 투호우랑이 나티 와히아오(Tūhourangi 
Ngāti Wāhiao) 부족의 자랑스러운 삶의 터전으로, 지난 100여  
년간 이곳을 찾은 방문객과 고위 인사, 왕족들에게 그들의 
역사 유산과 독특한 생활방식을 소개해왔습니다. 그중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부군 에든버러공,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스벨트도 있었습니다.

현재 화카레와레와 마을을 구성하는 20여 가구가 이곳에서  
4~5대째 살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일상은 흥미롭습니다. 
지열 온천과 증기구(Steam vents)를 활용해 음식을 익히고, 
지열로 난방하며, 마을 주민들이 목욕탕으로 이용하는 
온천욕장도 있습니다. 이 온천욕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치유와 
휴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소식도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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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상품 소개 

마오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이 풍부하게 살아 있는 
화카레와레와에서 수백 년 전과 거의 다름없이 이어져 
내려온 생활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테 
파키라’(Te Pakira) 마오리 문화공연단이 매일 2회 아름다운 
콘서트를 펼치는데, 그 공연 레퍼토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카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안마당에서 활발한 지열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흙과 물이 끓어오르고 간헐천이 솟구칩니다. 
남반구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활성 간헐천인 포후투는 한 
시간에 한두 번씩 분출하며 때로 높이 30m까지 솟구치기도 
합니다. 포후투는 마오리어로 ‘끊임없이 튀어 오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외에 다른 주요 간헐천으로 ‘프린스오브웨일스 
깃털’(Prince Of Wales Feathers)과 ‘케레루’(Kereru)가 
있습니다.



문화 체험  
Cultural Experience 
가이드 빌리지 투어와 문화 공연
투호우랑이 나티 와히아오 부족이 지난 100여 년간 그들의 삶의 
터전을 방문객과 공유해왔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배우고 예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화카레와레와 - 리빙 마오리 빌리지’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색다른 생활 방식을 들여다보세요.
 
문화 체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가이드 동행 빌리지 투어(1시간)

• 미히(환영사), 와이아타(노래), 포이 댄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카 등. 마오리 문화 공연 관람객이 참여하는 환영 
의례(30분)

• 지열 체험: 멋지고 흥미진진한 온천과 간헐천 관찰하기

• 전쟁기념문과 페니 다이빙(동전 줍기 위해 점프하는 아이들) 
전통을 포함하여 우리 역사에 대해 배우기

• 함께 취사, 청소하고, 소식을 나누는 공동 구역 라후이
(Rahui) 방문하기

• 마오리어 및 정식 마을명(테화카레와 
레와탕아오테오페타우아와히아오)에 대해 배우기

• 투어를 마친 후 자유롭게 빌리지 주변에 마련된 여러 
탐방로를 따라 탐사하기

• 다국어로 제작된 지도 제공

지열 항이 체험  
Geothermal Hangi Experiences
카이(Kai) - 음식과 추가 식사 메뉴

지열 체험은 모든 문화 체험에 더해, 항이 식사 또는 항이 파이 
식사를 제공합니다.

항이는 땅속이나 땅 위에 뜨겁게 달군 돌을 놓고 음식을 익히는 
전통적인 뉴질랜드 마오리식 조리법입니다.
화카레와레와에서 항이는 지열 증기(분기)공에서 익힙니다. 
자연의 혜택인 천연 열원을 취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항이 메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열 항이 식사 
(Geothermal Hangi Meal)
• 닭고기와 소고기, 감자, 고구마, 

빵 고물, 당근, 양배추, 옥수수와 
그레이비 소스

• 디저트로는 유명한
 스팀 푸딩과 과일 샐러드, 

커스터드와 크림

• 물, 차 또는 커피

또는

  특선 항이 파이 식사 
(Exclusive Hangi Pie Meal)
• 바삭하게 잘 구운 페이스트리 

속에 넣은 항이 음식과 신선한 
샐러드, 옥수수

• 디저트로는 유명한
 스팀 푸딩과 과일 샐러드, 커스터드와 

크림

• 물, 차 또는 커피

개요 및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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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조 레슨
전통 직조 과정에 대해 배우고 직조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아봅니다. 직조는 마오리인들이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중요한 문화이자 관습이었습니다. 
화카레와레와 방문 기념으로 나만의 직조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직조 레슨은 최대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포이 만들기
포이 전문가로부터 포이 만드는 기술과 요령을 배우세요. 포이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미니 포이 펜던트를 만들어 여행 후 
친구들에게 자랑하세요. 
최대 1시간 30분 소요, 최소 2명~최대 10명

카파 하카 레슨
최고의 카파 하카 무용수들과 전통 춤를 배우세요! 카파 하카는 
줄(카파) 맞춰 추는 춤(하카)을 뜻합니다. 상주하는 문화공연단의 
지도에 따라 고유의 춤곡에 맞춰 포이를 돌리는 동작을 
배우거나, 잘 알려진 격렬한 하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최대 1시간 30분 소요, 최소 2명~최대 10명
 
마라에 스테이
마라에 스테이 1박 체험(Overnight Marae Stay Experience)은  
마오리 문화에 몰입하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중심에 진정성을 두고 있습니다. 마라에 스테이 
체험에 참가한 분들은 마오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아트 패키지, 마라에 스테이, 기타
전통적으로 조각된 침소에서 밤을 보내고, 맛있고 풍성한 항이 
저녁 식사와 간단한 유럽식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오리 문화와 관습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카타우(환영 의식)에 참여하고, 마오리식 
인사(홍이)와 공연 문화(포이를 다루는 기교와 마오리 전통 
공연)를 배우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이 체험은 10~50명의 단체 방문객에게 적합합니다
(최소 10명).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에게 문의하세요.

가져올 것
카메라/디지털기기, 양질의 보행화,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대비책. 
더운 여름날에는 모자와 자외선차단제를 잊지 마세요.

취소 규정
예약 취소 시(음식이나 특별 서비스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나 거래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단, 확정된 방문 일자에서 48시간 이전에 취소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곧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키아 오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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