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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평균	기온이	 27℃이며,	하와이처럼	

연중	맑은	날씨여서	여행하기	좋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타히티어이지만	

호텔이나	레스토랑,	상점	등에서는	영어	사용이	가능하다.

	 남태평양에	있으며,	거의	서유럽	전역에	

해당하는	400만	평방킬로미터의	광대한	해역을	차지하고	있다.	

타히티섬은	남위	 17도	 32부,	 서경	 149도	 34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폴리네시아인은	동남아시아로부터	도래한	

해양	민족인	루트를이라고	한다.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이주민이	배를	타고	건너오기	시작했으며,	기원	후	5세기부터	10세	

기에	걸쳐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1767년에	영국의	사무엘	

웰리스(Samuel	Wallis)가	유럽인으로	타히티를	최초로	발견했고,	

1768년에	프랑스인인	브겐빌(Bougainville),	 1769년에는	제임스	

쿡이	타히티를	방문했다.	또한	 1788년에는	 ‘전함	바운티호’의	

반란으로	유명한	브라이(Bligh)	선장이	타히티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	후	타히티는	포마레(Pomare)	통일	왕조에	의해	지배되었고,	

1880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1957년에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승격된	후	현재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확립하고	있다.

	 수도인	파페에테	시가의	동쪽	6㎞에	파아아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공용하고	있는	

터미널과	에어	모레아	전용	터미널로	나뉘어져	있다.

▶입국 :  비행기에서 내려 도보로 터미널까지 이동, 입국자 카드를 

건넨 다음 입국 심사장으로 간 후 여권과 출입국 카드를 

제시한다.

▶출국 :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한 후 터미널 중앙의 출국 

심사장으로 이동 후 여권, 출국 카드제시.

▶환승 :   국제선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할 경우 일본편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편으로 도착한 후 입국 심사를 받은 다음 

수하물을 받아 세관 검사를 받은 후 출구를 나온다. 그 

다음 출발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다시 한다. 그 후는 

출국과 동일하다.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할 경우는 

입국 심사, 세관 검사를 받아 모든 짐을 가지고 국내선 

터미널의 체크 카운터로 간 후 다시 새롭게 체크인을 

한다.

▶세관 : 면세 기준 - 주류, 담배류는 17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주류 : 와인 2ℓ이내, 추가로 알코올 음료 2ℓ이내

           담배류 : 궐련 200개피, 여송연 50개피, 살담배 250g 이내

           향수 : 향수 50g, 오레코롱 0.25ℓ이내

           커피 : 커피 500g, 커피 엑기스 200g

           차 종류 : 홍차 100g, 홍차 엑기스 40g이내

           기타 :  30,000퍼시픽 프랑 상당액 이내의 물품, 15세 

미만은 15,000 퍼시픽 프랑 상당액 이내

           반입 금지품 :  과일, 꽃, 식물류, 프렌치 폴리네시안 이외의 

양식 진주, 동물류, 마약류, 무기류, 탄약, 

위조품, 통신기기 및 무선기기, 애완동물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종교는	프로테스	

탄트가	전체의	54%,	카톨릭이	30%,	기타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주민은	프로테스탄트나	카톨릭의	그리스트교도이다.

	 약	 24만5천명으로	폴리네시아인	 83%,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5%,	프랑스인을	포함한	유럽계가	12%	

정도를	차지한다.

타히티에	대하여	

		항공편

우리나라에서	타히티까지의	직항편은	없으며	일본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다.

타히티누이항공사로	동경에서	출발하는	타히티	직항편을	이용하면	된다.	비행	시간은	약	1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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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출발	주	2회의	직항편으로	타히티로의	편안한	여행을	함께	하는	타히티누이항공사는	탑승한	순간부터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따스한	

분위기와	승무원들의	정성어린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3년부터	서비스	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로부터	6년	연속	남태평양	최고의	항공사상과	승무원상을	수상,	이미	최고의	

기내서비스로	정평이	나있다.

타히티 입국·출국 
타히티까지	가는	가장	편리한	일정은	인천에서	동경을	

경유하여	파페에테까지	가는	방법과	동경에서	스탑오버를	

원하는	승객의	경우	시내와	접근이	용이한	김포-하네다	

구간을	이용	후	동경을	통하여	파페에테로	가는	방법이다.	

나리타공항에서 환승하기  
나리타공항은	제	 1터미널과	 2터미널로	나뉘어져	있다.	

대한항공(KE)이나	아시아나항공(OZ)으로	인천-나리타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은	제	 1터미널에서	타히티누이항공사가	이용하는	제	 2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한다.	단,	일본항공(JL)을	이용하는	승객은	동일한	터미널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터미널	간	이동은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며,	약	10분이	소요된다.

*	나리타공항	환승에	관한	자세한	사항	:	http://www.narita-airport.jp/kr

*	타히티누이항공사	자세한	사항	:	www.airtahitinui.co.kr	/	전화번호	:	02-752-0301

편명 출발	공항 도착	공항 요일 출발	시간 도착	시간

KE001 인천 나리타 매일 11:10 13:30
TN77 나리타 파페에테 월,	토 16:00 08:20
TN78 파페에테 나리타 금,	일 06:30 13:55+1

KE002 나리타 인천 매일 17:00 19:25

*		위	일정은	대한항공(KE)을	이용한	연결	예시이며,	인천-나리타	왕복	구간은	대한항공(KE)/

아시아나항공(OZ)/일본항공(JL)/델타항공(DL)등	다른	항공편			과도	연결	가능.

*		상기	스케줄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기후 공항

언어

위치

역사

종교

인구

		시차		 우리나라가	타히티보다	 19시간	빠르다.	

타히티가	일요일	정오면	한국은	월요일	오전	7시가	된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관광목적	

으로	3개월	이내	체류	시	비자가	필요	없다.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	관련	문의는	프랑스	대사관으로	

하면	된다.

	 현지	화폐는	프렌치	퍼시픽	프랑이며,	표기	

단위는	 ‘XPF’	 또는	 ‘CFP’	 이다.	 1퍼시픽	프랑은	약	 12.4원,	

1유로는	 119.33퍼시픽	프랑이다.	환전은	공항이나	파페에테	

시내에	있는	은행에서	할	수	있다.	파아아	공항에	있는	은행은	

국제선의	이착륙	시에만	창구가	열린다.

	 110V와	220V/60Hz	모두	사용	가능하다.	

비자

화폐	&	환전

전압



Q 1.  타히티에서는 프랑스요리 이외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프랑스요리는 물론 중국요리, 베트남요리, 이탈리아요리, 

에스닉, 일본요리까지 다양합니다. 추천할만한 타히티의 대표 

요리는 전통가정요리인 프와송(다랑어를 싱싱한 야채와 듬뿍 

섞어 레몬주스와 코코넛 밀크로 버무린 요리)입니다. 

파페에테 마리나 근처에는 트럭을 개조한 레스토랑인 

룰로트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피자, 볶음밥, 크레페 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Q 2. 쇼핑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쇼핑은 파페에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르쉐는 공동시장 

으로 생선 식품이나 재료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2층에는 

전통공예품과 잡화, 토산품 등이 줄 지어 있습니다. 고품질의 

흑진주, 형형색색의 사롱, 타히티안 누비이불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한 거리에는 프랑스 

음식을 취급하는 가게, 카페 등 프랑스풍 분위기가 많습니다. 

또 까르푸 등 대형 마트에서 로컬 기분을 만끽하는 것도 

좋습니다.

Q 3. 타히티와 몰디브의 차이가 있나요?

 타히티는 바다뿐만 아니라 짙고 푸른 산이 있고 그 녹색 

으로 가득한 산은 바다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몰디브는 한 섬이 한 리조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히티는 본섬 주변 환초를 따라 리조트들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리조트를 둘러보거나 본섬으로 이동하여 

쇼핑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카누 식사와 정통 

바닐라를 사용한 요리 등 타히티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고갱이나 모무, 마티즈 등 수많은 아티스트를 

매료시킨 타히티에는 정열적인 타히티안 댄스와 화려한 사롱 

등 독자적인 전통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Q 4.  타히티는 해양 스포츠 밖에는 즐길 
수 없나요?

 타히티는 몰디브와 달리 산이 있어 해양 활동뿐만 아니라 

4륜 구동 자동차를 이용한 섬투어 등 랜드 활동이 가능합니 

다. 또한 리조트 내에 타히티안 댄스 클래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 문화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Q 5.  타히티에는 어떤 섬이 있습니까?

 타히티는 남태평양에 광범위 하게 펼쳐진 11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니무너에게 인기가 높은 보라보라섬과 

모레아섬이 있지만 정통 타히티안 댄스를 배우고 싶은 분, 

쇼핑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타히티섬을 추천합니다. 또 

다이버들은 란기로아섬, 마니히섬, 티케하우섬, 후아히네섬, 

화카라바섬 등이 좋습니다. 세계에서도 드문 향유고래와 

수영을 할 수 있는 루루쯔 섬 등도 인기가 있습니다.

■ 마니히섬-목걸이처럼 섬이 이어진 아톨. 다이빙 포인트에서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습니다.

■ 화카라바섬-유네스코의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깨끗한 자연이 남아있는 섬이며, 폭이 1,600m로 폴리네시아 

최대입니다. 주변에는 다이빙 포인트가 모여 있습니다.

■ 티케하우섬-프랑스의 해양 학자 자크 이브 쿠스토는 '얇은 

분홍빛 산호로 둘러싸인 환초 안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 아톨의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전갱이의 

무리 등 야생 물고기가 볼만합니다.

■ 란기로아섬-240개 이상의 작은 섬들이 원을 그리듯 이어진 

아톨. 야생 돌고래와 수영을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포인트이며, 환초의 내외에 조수가 흐르는 타이밍을 노려 

돌고래와 수영이 가능합니다.

■ 후아히네섬-녹색의 진하고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넘치는 섬과 

호쾌한 급경사 등 다양한 변화로 초보자부터 베테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Q 6.  수상 방갈로 이외 다른 스타일의 
호텔이 있나요?

 대부분의 리조트는 비치 방갈로 타입의 객실과 가든 방갈 

로 타입의 객실이 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객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모레아섬과 파페에테에는 호텔 타입의 

숙소가 있는데 수상 방갈로에 비해 가격도 적당합니다. 

Q 7.  타히티 국내선은 사전 좌석 지정이 
가능하나요?

 좌석 지정은 없고 기내에 탑승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항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왼쪽에 

앉으면 하늘에서 보라보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Q 8.  타히티는 허니문 여행지인가요?

 타히티는 니콜 키드먼과 키스 어번을 비롯한 헐리웃 

스타들의 허니문 또는 커플 여행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 플린과 함께 보라보라를 방문한 미란다 커와 

올랜도 블룸 커플처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단위 여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 9.  타히티의 우기는 여행하기  
힘든 가요?

 타히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와이처럼 

맑은 날씨가 많고, 비가 내려도 소나기처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연중 여행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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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hiti
프렌치	폴리네시아	최대의	섬이라	불리는	타히티	섬은	정치,	경제,	교육,	행정,	관광	등이	중심이	되는,	전반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곳이다.	

역사 타히티어로	 ‘물의	바구니’란	의미를	지닌	만큼	주위가	물로	넘쳐나는	파페에테는	

1824년	런던의	선교사가	도착한	이후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다.	1843년에는	새로운	

프랑스	보호	관리법에	의해	중요한	항구로	발돋음	하게	되었고,	 20세기	시작	무렵에는	중국인이	

들어오면서	정착한	인구가	5천명에	달했다.	1906년	싸이클론과	1914년	독일	건함	사건으로	인해	인구가	

1만명이었고,	 1960년대에는	약	 2만명이	넘어섰다.	 1960년에	관광객을	위해	파아아	국제공항이	

오픈하면서	도시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도심안내 파페에테의	중앙	등뼈	역할을	하는	포마레	거리,	이	거리는	도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구획되어	있다.	중앙	거리	대부분은	은행이나	쇼핑점,	레스토랑,	호텔	등이	밀집해	있다.	부두를	

따라서	있는	바이마	쇼핑	센터(Vaima	Shopping	Centre)는	활기찬	도심	생활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곳으로	주민	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든다.	포트	지역은	북		항구의	맞은편에	파레	유트(Fare	Ute)와	

모투	유트(Motu	Ute)로	구성된다.	북해안을	따라서는	산과	넓은	도심이	형성되어	있고,	서쪽은	파아아	

국제공항이	있다.

교통편 

택시: 택시는	국제선의	도착에	맞추어	파아아	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	또	각	호텔에서도	택시가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	파페에테	시내에서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탈	수	있다.	택시	등에	티아레	

타히티의	꽃마크가	있는	경우는	택시	운전기사가	영어를	할	수	있다.

택시 호출 안내

타히티 파아아 국제공항  (689) 86 60 66   l   카페 자스민(파페에테)  (689) 42 35 98     

시영 마켓(파페에테)  (689) 43 19 62

렌터카: 국제면허증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렌터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와	같이	타히티에서는	

왼쪽은	핸들,	오른쪽은	차선	주행으로	되어	있다.	파페에테	시가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회사

아비스  (689) 85 02 84

다니엘  (689) 82 30 04

유롭카  (689) 86 60 61

허츠  (689) 86 60 61

노선 버스(RTC)/르 트뤽: 타히티섬에서는	트럭을	개조한	르	트뤽과	RTC	2종류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경까지	운행하는데	타고	

싶은	장소에서	손을	들면	멈춰	선다.	 요금은	

130XPF	 (야간	 200XPF)이다.	 RTC는	파에아나	

파파라	방면의	장거리를	운행한다.	파페에테에서	

각	호텔까지	요금은	130~150XPF정도	이다.

주요 연락처  

응급상황 |  앰블런스	  15	/	경찰	  17	/	

															SOS	  43 56 00	    

의료 서비스 | 마마오	병원	  46 62 62	/

																		클리닉	파오파이	  46 18 18

여행 안내소 |  GIE	하이러	마이	방문자	안내센터	

(GIE Haere Mai Visitors 

information centre  54 88 99) 																																							
GIE	타히티	마나바	방문자	안내센터	
(GIE Tahiti Manava Visitors 

information centre  50 57 12)

사랑의 섬, 타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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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슨	프라자
리조트	타히티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소피텔	타히티	마에바	비치	리조트	

마나바스이토	리조트	타히티	

르메르디앙	타히티	
오로헤나산	

마라아굴	 올리비에•브레오	
국제	골프코스		

폴	고갱	기념관/
식물원		

쵸포

타히티	이티	

타히티	누이		

타히티	박물관	

파아아	국제공항	

타하라아	언덕	
비너스	케이프	

아라호호	바람	구멍	

파아루마이	폭포	

T a h i t i



마르쉐 Marché
공동	시장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한다.	

오전에는	야채와	과일이	마을	

곳곳에서	오며,	오후에는	생선과	

꽃,	가공품,	육류,	치즈	등을	

취급한다.	천천히	걸으면서	둘러보기	

좋다.	이외	바나나,	파파야	등	열대과일을	

먹을	수	있는	스낵	코너가	있고,	카페와	

아기자기한	선물을	파는	숍도	있다.	

이곳에서는	타히티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엿볼	수	있다.

  월~토요일 오전 7시~오후 5시, 
일요일은 새벽 5시~오전 9시, 토요일은 

일부 휴점하는 상점이 있고, 일요일은 

2층 선물숍이 휴점한다.

아라호호 바람구멍 

Arahoho Blowhole
아라호호	바람구멍은	파페에테에서	22㎞	

지점인	절벽	아래	메인	도로	중간에	있어	

쉽게	볼	수	있다.	산	도로가의	바위에	

신기하게	구멍이	나있어	곁에	서서	보면	

쏴하는	바람	소리와	넘어질	것	같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	 바다	 도로	

아래에	있는	바위로부터	힘차게	조수가	

솟아오르면	일대장관을	연출한다.	무심코	

바다	바위	위에서	구멍을	들여다보면		

옷이	흠뻑	젖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파아루마이 폭포 Faarumai
아라호호	바람구멍으로부터	걸어서	15분	

정도면	만날	수	있다.	티라에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주차장이	나오고	이곳이	바로	입구다.	

입구에서	2~3분	걸으면	3개중	최초의	

폭포가	나온다.	 거대한	굉음을	내는	

폭포는	마치	열대의	정글에서	느끼는	

시원함을	전해준다.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다른	폭포가	나타난다.	폭포	앞에는	휴식	

장소가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폴 고갱 기념관 

Paul Gauguin Museum
1903년	 5월	 8일	 55세	나이로	죽음을	

맞기까지	이	땅에서	산	고독한	천재화가	

폴	고갱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내부는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고,	

고갱의	각종	중요한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말퀘세스	제도	히바	오아섬의	

마지막	아뜰리에를	재현한	것이	볼만	

하다.	가끔	고갱의	진품	그림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제일	마지막	전시실에는	

고갱의	그림	속	모델이	된	사람들에	관한	

설명이	상세히	적혀	있어	흥미롭다.	한편	

기념관	옆에는	1979년	미국인	식물학자	

해리슨	스미스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원이	

함께	있다.	137헥타르의	넓은	부지	내에는	

폴리네시아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이	

즐비하다.	입구는	고갱	박물관	맞은편에	

있다.

  오전 9시~오후 5시(매일)

 PK51.2 Papeari

라구나리움 Lagoonarium
공항에서	11㎞	정도	거리에	있는	라구나리	

움은	캡틴(Captain)과	블라이	(Bligh)라고	

하는	레스토랑과	함께	있는	수족관이다.	

천연의	환경을	이용한	4개의	대형	피쉬	

파크에는	수천마리의	열대어가	있다.	

이외	각종	조개껍데기를	전시해놓고	

있으며	해저를	볼	수	있는	전망대에는	

견학도	가능하다.	상어	먹이	주기는	매일	

12시부터	할	수	있다.

  오전 9시~오후 5시(매일/휴무 없음) 

 43 62 90

타히티 박물관 

Museum of Tahiti and Her Islands
타히티	최고의	박물관으로	훌륭한	4개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제	1실	 	입구에서	왼편에	위치한	곳이	제	 1실로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지형과	

동·식물에	관한	전시가	이루어져	있다.	남태평양을	문화권에	따라	구역을	

나눠	전시하고	있는데,	하와이를	정점으로	뉴질랜드와	이스터섬을	묶는	

삼각형	해역에	폴리네시아	문화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실	 	폴리네시아인의	생활	도구를	전시한	곳이다.	카누와	고기잡이에	필요한	낚시	

바늘,	사냥을	하기	위한	각종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가운데는	

파레의	내부가	재현되어	있다.

제	3실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제사와	 18세기	유럽인들과	역사적	접촉	등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라에와	그	위에	놓인	티키상이다.	

전시실	안으로는	대항해시대,	타히티를	방문한	배의	미니어처가	놓여	있다.

제	4실	 	포마레	왕조에	관련된	것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모퉁이에는	포마레	5세의	

흉상이	놓여있다.	또한	타히티를	방문한	작가들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출구	가까운	곳에는	프렌치	폴리네시아	전체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화~일요일(월요일 휴무)/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54 07 10

Tahiti Island
관광	명소

마르쉐

아라호호 바람구멍

파아루마이 폭포

폴 고갱 기념관

라구나리움

타히티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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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코코스  Le Coco's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다.	바와	함께	

있어	식사와	술을	즐길	수	있다.

 Punaauia     58 21 08    없음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오후 

7시~오후 9시
  새우와 조개 샐러드, 메인 요리, 각종 

프랑스 요리 등

르 레트로  Le Retro
파페에테	한가운데	바이마	쇼핑	센터	

1층에	 위치한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Vaima Shopping Centre Papéete                               
 42 86 83    없음

 오전 7시~오후 8시   

 피자, 샌드위치 등

빕 빕 버거  Bip Bip Burger
마르쉐	뒤편에	있는	햄버거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43 37 37    일요일, 경축일        

  월~금요일/오전 6시 30분~오후 5시 

30분, 토요일/오전 6시 30분~오후 4시    

  햄버거 & 프라이드 포테이토 &  
콜라세트,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

캡틴 블라이  Captain Bligh
수족관이	있는	레스토랑으로	파페에테	

시내에서	공항으로	약	11㎞에	위치해	있다.	

일요일	런치는	씨푸드나	샐러드가	뷔페로	

나오고,	매주	금,	토요일은	타히티	요리를	

맛볼	수	있다.

 BP 2381 Papéete    43 62 90   
 월요일  화~일요일/정오 12시~오후   

2시 30분, 화~토요일/오후 6시~오후 9시    

 그릴 요리, 일요일 런치 뷔페 등

르 만다린  Le Mandarin
호텔	르	만다린	뒤에	위치한	레스토랑	

이다.	내부는	금과	빨강색으로	된	장식	

품이	즐비하고,	 200종류가	넘는	메뉴가	

자랑거리인	중국요리	전문점이다.	

 26, rue des Ecoles, Papéete    

 50 33 90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없음     

 체오멘, 원탄스프, 관광객 메뉴 등

스타 스튜디오  Star Studio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그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특히	 햄버거와	 약	

10종류가	있는	오늘의	디저트가	인기이다.

 Fare Tony Shopping Centre, Papéete    
 45 30 13
  월~토요일/오전 6시~ 오후 5시     

 일요일, 경축일

  치즈 & 베이컨 바비큐 버거, 오늘의 
디저트 등

라 피제리아  La Pizzeria
나무가	있는	정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운치	있는	레스토랑.	내부에는	타히티의	

화가	마뉴가	그린	프레스코화가	걸려	

있으며,	16종류의	피자를	맛볼	수	있다.

 BP 20437 Papéete    42 98 30   
 일요일, 경축일 

  월~토요일/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스파게티와 각종 피자 등

망고  Mango 
유리벽의	 모던한	 건물로	 이루어진	

레스토랑으로	내부는	화이트로	통일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그릴	망고	버터	소스,	

스테이크	등	세련된	맛의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한다.

 Vaima Shopping Centre, Papéete    
 43 25 55 
  월, 수~금요일/오전 11시~오후 3시, 화, 
토요일/오후 5시 30분~오후 11시   

 일요일 밤, 화, 토요일 낮  

  생선 요리, 일품 요리, 디저트 커피가 있는 

런치 코스 등

레스토랑 지미		

Restaurant Jimmy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으로	에콜	대로변에	있다.	중국	요리,	

베트남	요리,	태국	요리와	에스닉풍의	

오리지널	요리가	인기이다.	특히	테이크	

아웃이	가능하다.

 31, rue des Ecoles, Papéete    
 43 63 32  
  월~목요일/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금,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6시 30분~ 

     오후 10시

  일요일, 경축일    

 중국, 베트남, 태국요리 등

Food &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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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 토니 쇼핑 센터  

Fare Tony Shopping Centre
바이마	쇼핑	센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쇼핑	아케이드이다.	

1층은	포마레	대로변에	있으며,	입구에서부터	티셔츠나	티키	

공예품	등을	파는	기프트숍이	있고,	바,	카페,	슈퍼마켓	등이	죽	

들어서	있다.	또한	칼라풀한	색상의	의류를	파는	곳과	면세점도	

있다.	영업	시간과	정기	휴일은	각	상점마다	다르다.

바이마 쇼핑 센터  Vaima Shopping Centre
포마레	대로변에	위치한	쇼핑센터로	 1층에는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하는	카페와	면세점,	 여행사	등이	있고,	 2층에는	

이스터섬까지	운항하는	사제런	항공사와	오리지널	파레오를	

취급하는	르	티아레	등이	있다.	 3층에는	주요	항공사와	현지	

여행사,	서점,	기프트숍,	인터넷	카페,	파리에서	직송된	구두와	

양복,	액세서리를	파는	상점	등이	있다. 

타라  Tara
마르쉐	근처에	있는	부티끄로	오리지널	디자인의	티셔츠나		

탱크톱	등	최신	유행	스타일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돌고래,	거북이,	물고기	등	바다	생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좋다.

 18 Rue du 22 Septembe   58 32 58   일요일, 경축일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1시 30분

타히티 펄 마켓  Tahiti Pearl Market
프렌치	폴리네시아에	 5개의	양식장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진주는	질	높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장점이	있다. 

 25 Rue Colette 98701   54 30 60   1월 1일     

  월~목,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타히티 쿤  Tahiti kun
타히티에서	20년	동안	거주한	주인의	친절함과	특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상점은	다른	곳과는	달리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	튼튼한	포장을	

기본으로	하고,	쇼핑을	하면서	테라스에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unaauia   77 87 61   예약제이므로 정해 놓지 않음  

 없음 

나마타 2000  Namata 2000
공항에	있는	세련된	숍으로	코코넛	비누,	파레오,	초콜릿,	고갱	

그림의	포스터	등	다양한	상품이	즐비하다.	

 Faaa   85 57 15    국제선 출발에 맞춰 오픈   없음

바이마 펄  Vaima Perles
1977년에	창업한	가장	오래된	흑진주	전문점이다.	신용도가	

매우	높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곳이며,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Center Vaima-Piaza Moai B.P 2789 Papéete  
 42 55 57   일요일, 경축일  

 월~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팻 앤드 발  Pat and Val
바이마	쇼핑	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향수와	화장품	전문점이다.	

현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곳으로	최고급	브랜드	상품이	

즐비하다. 
 15 Rue Jeanne d'Arc   42 05 05   일요일, 경축일

  월~금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6시/토요일 오전 7시 30분~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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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히티섬은	관광과	쇼핑은	물론	스킨스쿠버,	요트,	골프,	바다낚시,	스노클링,	세일링,	카약,	트래킹,	사파리,	

헬리콥터	등	흥미진진하고	액티브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물의	천국이자	정글의	

파라다이스이다.	때문에	어디든	한	발짝만	가더라도	에메랄드빛의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지는	바다와	만날	수	

있으며,	푸르른	열대의	꽃과	나무	등이	흐드러진	골짜기와	호수	등과도	멋진	조우를	할	수	있다.

타히티 요트  Tahiti Yacht
타히티섬과	라이아테아섬을	베이스로	두고	6~10인승	14척	요트를	빌려	멋진	남태평양의	바다를	

자유자재로	항해를	할	수	있다.	일정은	개인이	직접	조절하며	요트를	즐길	수	있다.	

올리비에 브레오 국제 골프 코스 
Olivier Breaud International Golf Course
타히티에서	유일하게	세계	선수권	대회를	치르는	코스로	1970년에	건설된	18홀	골프장이다.	수도	

파페에테에서	서해안을	끼고	자동차로	30분	거리의	골프장이다.

 Papara, Mataiea   57 40 32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스쿠버 다이빙  Scuba Diving
타히티섬의	라군	대부분은	암초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속에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열대어들과	바다생물이	살고	있다.	타히티섬에서만도	수많은	다이빙	포인트가	있는데,	다이빙	

포인트에	대한	문의는	각	호텔의	액티비티	데스크나	다이빙	센터로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다.	단	

타히티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려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와	국제	다이버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핑  Surfing
서핑은	타히티가	발생지이며,	최고로	각광	받는	해양	스포츠이다.	유명한	서핑	장소로는	섬	

북쪽에	위치하며,	매년	수많은	대회가	개최되는	파페누(Papenoo)와	타히티누이	북부의	파파라	

마을에	있는	파파라(Papara),	파페에테로부터	가장	가까운	포인트인	페아투나(Peatuna)	등이	

있다.	파도	방향에	따라	파페누는	10월에서	2월까지,	파파라는	3월에서	9월까지가	파도타기에	

알맞다.

트래킹 & 사파리  Trekking & Safari
타히티섬의	훌륭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트래킹과	사파리는	걷거나	자동차로	바이하리아	호수,	

파페누	골짜기로부터	타히티섬을	종단하거나	절벽을	돌아다닌다. 

크루즈  Cruises
럭셔리	크루즈로	명성이	높은	리젠트	세븐	씨스	크루즈선사(Regent	Seven	Seas	Cruises)에서	

운영중인	풀	고갱호는	타히티를	연중	정규	운항한다.	파페에테에서	승선하여	모레아,	보라보라,	

라이아테아	등	프렌치	폴리네시아	곳곳을	일주하며,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자연을	한껏	경험할	수	

있다.		(*	한국지사	연락처	T.02-775-0100)

헬리콥터  Helicopter
헬리콥터는	타히티의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하늘에서	조망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해발	

2000미터급	산	위에	올라	아래를	둘러볼	수	있는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홀	그	

자체이다.	

스포츠	&	액티비티

Sports & Activity

©Gregoire Le Bacon



파아아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0㎞,	타히티	박물관	옆	화이트	샌드	비치에	세워져	있는	최고급	리조트이다.	르	

메르디앙은	타히티섬을	대표하는	호텔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시설이나	설비는	물론	서비스까지	특급	호텔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르 메르디앙 타히티

 B.P. 380595 Tamanu, Punaauia   47 07 07   150개	
	 	①라	플랜테이션_아침	오전	6시~오전	10시/저녁	오후	7시~오후	10시	②르	까레_점심	정오~오후	2시/저녁	오후	7시~오후	

10시		③풀바_오전	10시~오후	10시	30분	④아스트로라브바_월~토요일	오후	4시~자정(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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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아	국제공항에서	파페에테와	반대	방향으로	약	2㎞	지점에	위치해	있다.	넓게	만들어진	로비	저편으로	펼쳐진	야자수와	

그것을	둘러싼	수상	방갈로가	짙푸른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수영장은	바다와	맞닿을	듯	있고,	

파란	하늘과	함께	어우러진	가든은	편안함과	낭만적인	분위기를	한껏	전해준다.

인터컨티넨탈 타히티 리조트

 B.P. 6014 Faaa-98702   86 51 10  

 www.intercontinental.com  257개
	 		①티아레	레스토랑_오전	5시	30분~오후	10시	②르	로투스	

레스토랑_점심	정오~오후	2시	30분/저녁	오후	6시30분~오후	9시	

30분	③티키바_오전	10시~자정(12시)	④르	로투스	스윔	업바_오전	

11시~오후	9시	30분

InterContinental Tahiti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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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오픈한	리조트로	섬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에서는	5분	거리에	있다.	 4성급의	리조트로	화려하지만	

아담하고	폴리네시아	스타일로	꾸며진	외관과	주변	환경이	신선함을	준다.	비즈니스와	휴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리조트로	총	12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시원한	바람과	투명한	라군을	사이에	두고	개별적인	비치와	크고	

넓은	옥외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마나바 스위트 리조트 타히티

	B.P. 2851-98703 Punaauia-Tahiti		 	47 31 00 	

	www.spmhotels.com	 	121개
	 	①The Vaitohi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30분~오후	10시

②The Punavai	오전	10시~③The Taapuna	오전	10시~오후	7시

24 + 25

Manava Suite Resort Tahiti



타히티섬	북쪽의	마히나에	위치하고	있다.	호텔	근처는	짙은	초록에	둘러싸여	있고,	눈앞에는	광활하고	푸르고,	맑은	

태평양의	숨결을	잇는	쿠로스나	비치가	있다.	특히	이곳의	바다는	다른	곳과	비교해	물결이	잔잔하게	인다.	물결	소리를	

들으며	사치스러운	휴양을	보낼	수	있다.	래디슨	플라자에서는	고객을	위한	문화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래디슨 플라자 리조트 타히티

	PK7 B.P. 14170 Arue 98701		 	48 88 88		 	www.radisson.com/aruefr		 	165개
	 	①히티	마라나	레스토랑_아침	오전	6시	30분~오전	11시/점심	정오~오후	2시	30분/저녁	오후	6시	30분~오후	11시	

②라파엣바_오후	4시~오후	11시	③풀바_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10시	

	르	스파_오전	9시	30분~오후	8시(휴무: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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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sson Plaza Resort Tahiti



국제공항에서	약	3㎞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파페에테	시내로부터는	7㎞	거리이므로	호텔에서	파페에테	시내까지	

왕래할	수	있는	르	트뤽을	많이	이용한다.	프렌치	폴리네시아에	고급스런	호텔이	들어설		초기	무렵부터	있었던	오래된	

리조트로	최근에	새롭게	단장해	각광을	받고	있다.

소피텔 타히티 마에바 비치 리조트

	B.P. 60008-98702 Faaa		 	86 66 00		 	www.sofitel-frenchpolynesia.com		 	216개	
	 	①르	브겐빌	레스토랑_점심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저녁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②사쿠라_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③모레아	스낵바_오전	9시~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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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itel Tahiti Maeva Beach Resort



Moorea
타히티섬의	시스터	아일랜드로	불리는	모레아섬은	타히티	본섬에서	북서쪽으로	17㎞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타히티섬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데	있는	섬으로	영화	‘남태평양’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이	섬은	수	백만년전	

화산	활동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해변	어느	곳에서도	기이한	형상의	산봉우리를	만날	수	있다.

역사 모레아섬은	150만년~250만년전에	화산으로	형성된	섬이었다.	이	섬의	고대	이름은	

아이메호(Aimeho)였다.	이는	타히티어로	 ‘노란색	도마뱀’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초기의	서양	

식민주의자들과	탐험가들은	이	섬을	 ‘요크섬’(York Island)이라고도	불렀다.	사무엘	월리스(Samuel 

Wallis)는	1767년	이곳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고,	그	후	1769년에	제임스	요리사가	이곳으로	왔다.	선교사는	

1800년대		에	들어왔다.	19세기	유럽의	문명이	거침없이	들어오면서	이곳의	원주민들은	유럽의	질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고,	19세기	중순	무렵에는	인구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과거	모레아섬의	주요	

산업은	코프라와	바닐라였으나	지금은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파인애플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은	또다른	주요	산업이기도	하다.

섬내 안내 모레아섬은	쿡스만과	오프노후만이	섬의	북쪽으로	대칭되어	있어	섬	모양이	마치	포크와	

같은	형상을	지닌다.	공항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모레아섬에서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쿡만	

입구가	보인다.	만의	안쪽으로는	파오파오	마을이	있는데,	모레아의	1번지라	할	수	있다.	이곳에는	학교와	

항구가	있다.	2개의	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은	벨베데레	전망대이다.	표고	800m의	모우아로아산이나	

표고	899m의	로투이산을	바라볼	수	있다.	섬의	남부로	가면	공항에서부터	24㎞	떨어진	곳에	하아피티	

마을이	있다.	이곳에는	카톨릭	교회와	중국인	상점,	민박	등이	있다.	북쪽으로	15㎞	올라가면	마아테아	

마을과	하우미	마을이	있고,	이곳에서	10㎞쯤	가면	아파레아이트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모레아섬의	행정	

중심이	되는	곳이다.	병원과	소방서	등	관공서가	모여	있다.	이곳에서	조그만	더	가면	바이아레	항구가	

나온다.	섬	내에는	마하레파	마을과	파페아토	마을에	우체국이	있고,	우체국	주변에	은행	3곳이	있다.

교통편 

항공: 모레아섬으로	가려면	에어	모레아를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편수가	있어	편리하며,	예약이	따로		

요없다.	타히티섬	파아아	국제공항에서	모레아섬	테마에	공항까지는	약	7분이	소요된다.

에어	모레아	Air Moorea					  86 41 41(파페에테)/55 06 01(모레아섬)		

페리: 타히티섬	파페에테(Papéete)에서	모레아섬	바이아레(Vaiare)까지	이동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아레미티	페리(Aremiti Ferry)의	소요	시간은	약	45분~1시간이며	선내	스낵바를	갖추고	있다.	

고속정인	아레미티	5(Aremiti 5)의	소요	시간은	약	30분으로	매일	약	5편	~	7편	가량	운행하고	있어	

모레아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다.

아레미티	페리	&	아레미티5 Aremiti Ferry & Aremiti5      	www.aremiti.net			

공항에서 시내로: 모레아섬의	항구나	공항에서	목적지나	

호텔로	가려면	호텔	버스나	르	트뤽을	이용한다.	

택시는	대기하는	것은	 없고	 전화로만	호출이	

가능하다.	또한	렌터카나	스쿠터를	대여할	수도	

있다.	이외	모레아섬	관광	 1일	투어에	참가하는	

관광객은	섬내	투어용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택시	호출			  56 10 18

렌터카_	아비스	(Avis)					  56 32 68(바이마레항)					

																																		  56 32 61(테마에	공항)	

											알버트	(Albert)			  56 30 58(마하레파	마을)

주요 연락처

의료	서비스	ㅣ	모레아	병원						  56	23	23

여행	안내소	ㅣ	모레아	관광청			 	56	29	09			

블루 라군의 
고성같은 섬, 모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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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o r e a

인터컨티넨탈	모레아	
리조트	&	스파	모레아	

레전드	리조트	모레아	

테마에	공항	

테마에	케이프	힐튼	모레아	라군	
리조트	&	스파	

모레아	펄	
리조트	&	스파	돌핀센터	

오프노후만	

벨베데레	전망대		

과일주스	공장	

소피텔	모레아	
이아	오라	비치	리조트	

페리	승차장	

로루이산	

모우아로아산	

토히에아산	



벨베데레 Belvédere
파오파오	마을에서부터	전망대의	벨베데레까지의	거리는	약	9㎞.	걷는	것보다는	차로	

가는	편이	좋다.	벨베데레로	향하는	길은	2개가	있지만	오프노후만의	뒤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길이	추천할	만하다.	분기점은	모퉁이에	있는	전화	박스이다.	파오파오	

마을에서	가는	것보다	거리는	좀	되지만	길이	좋다.	

벨베데레에서	나오면	시야가	넓고	마치	그림엽서와	같은	경치가	한눈에	펼쳐진다.	

정면에는	웅장한	로투이산을	사이에	두고	라군에	깊게	들어간	쿡만과	오프노후만,	

좌측으로	모우아로아산,	등	뒤로는	섬에서	제일	높은	표고	120m의	트히에아산의	절벽이	

보이며,	전후좌우로	전개되는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진다.	

티키 빌리지 Tiki Village
공항에서	약	30㎞의	하아피티에	티키	빌리지가	있다.	이곳은	타히티의	전통	생활	양식과	

문화,	예술을	재현해	보여주는	작은	테마파크라	할	수	있다.	야자수	잎을	사용한	바구니	

만들기,	파레오의	염색	실연,	야자수	타기,	흑진주	양식장	등을	보여주며	각각의	설명도	

깃들여진다.	또	카누를	타고	라군으로	나와	낚시를	즐기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밤에는	디너와	함께	폴리네시안	쇼가	펼쳐진다.	

 B.P. 1016, Papetoai    55 02 50    www.tikivillage.pf        
  매주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      

 월요일, 일요일, 경축일

후르츠 주스 공장 

Jus de Fruit de Moorea
파오파오	마을에	있는	공장으로	교회	왼편	산쪽에	

위치해	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	주스	공장에	

서는	100%	파인애플	주스	로투이와	그레이프	후르츠	

주스가	있다.	

공장	내	부티끄에서는	리큐어만	시음할	수	있다.	또한	

이	리큐어는	본국인	프랑스에도	수출을	한다.	주스는	

언제든지	시음을	할	수	있다.	이외	부티끄에서는	

홍차나	초콜릿	등	타히티	선물로	좋은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

 Pao Pao    56 11 33   

 일요일, 경축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Moorea Island
관광	명소

벨베데레

후르츠 주스 공장

티키 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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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호누 이티  
Restaurant Honu Iti
쿡만을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장소에	있는	

레스토랑.	이	레스토랑에서는	해안쪽의	

자리가	인기가	높으며,	맛깔스럽고	다채	

로운	프랑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마비마비	그릴과	생선	요리가	일품이다.	

예약을	하면	무료로	송영	서비스도	해	

준다.

 Pao Pao, Baie de Cook   56 19 84  
 없음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시푸드 플레이트 그릴, 오리와 

포아그라, 관광객 코스 요리

라 플랜테이션  La Plantation
콜로니얼풍의	건물이	인상적인	정통	

프랑스	요리와	타히티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특히	 포와손크리나	

마구로의	탈이라고	하는	 생선	 요리,	

타히티의	 미관을	 갖춘	 타히티	 앰프	

레이트가	추천할	만하다.	매월	 2~3회	

정도	재즈나	블루스의	라이브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예약은	필수이며,	무료	

송영	서비스도	이루어진다.

 A Cote du Petit Village   56 43 10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
  로스트, 가재 그릴, 타히티 앰프레이트

르 마호가니  Le Mahogany
마하레파와	 테마에의	 중간에	 있는	

정원같은	레스토랑.	이곳에는	타히티안	

요리	및	중국	요리,	프랑스	요리	등의	

다양한	요리가	선보인다.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언제나	북적이는	인기	좋은	

곳이다.	4인	이상이면	무료로	송영	서비	

스를	해준다.

 Maharepa   56 39 73   수요일     

  화~목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오후 6시~오후 9시 30분

  체오멘, 포와손크리, 관광객 
메뉴(전채요리, 메인 디저트)

레 티파니에  Les Tipaniers
같은	이름의	호텔도	운영하는	곳으로	

이탈리아	 요리	 전문	 레스토랑이다.	

프렌치	폴리네시아	요리	등도	즐길	수	

있으며,	 맛과	분위기가	좋다.	 인기가	

있는	만큼	개점부터	조금	시간이	흐르면	

만석이	된다.	가능한	한	예약을	해서	

가는	편이	좋다.	추천	메뉴는	파스타류	

이며,	피자도	맛있다.	디저트는	레스토랑	

에서	직접	만든	이색적인	맛을	선사한다.

 B. P. 1002 Papetoai   56 12 67  
 없음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15분   www.lestipaniers.com  

  카르포나라, 바닐라 소스의 마비마비   

Food &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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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누 이티 부티끄  Honu Iti Boutique
쿡만에	위치한	마음	편한	분위기의	선물점이다.	이곳에서는	

파레오의	수영복과	티셔츠,	 우편	엽서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흑진주를	 이용해	 만든	 액세서리와	

티아레의	꽃을	본떠	만든	반지	등	독특한	시리즈로	타히티만의	

제품이	다양하다.	쿡만을	산책하면서	들러	쇼핑을	할	수	있는	

느낌	좋은	부티끄이다.

  Pao Pao    56 26 01    일요일, 경축일    월~토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챔피언 토아 모레아  Champion Toa Moorea
바이아레만에서부터	섬의	남쪽으로	 700m	 쯤	 가면	넓은	

주차장이	있는	챔피언	토아	모레아가	있다.	섬내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다양한	상품이	풍부하다.	식료품은	물론이거니와		

초콜릿,	코코넛	비누,	홍차	등의	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저녁이면	물건을	사러	온	현지인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Vaiare    56 18 89   없음      

  월~토요일 오전 8시~오후 7시/일요일 오전 6시~오전 

11시/경축일 오전 7시~정오

티파이파이 파페토아이  Tifaifai Papetoai
타히티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전통적인	퀼트	전문점.	약	40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곳이다.	선명한	색의	쿠션,	가방,	런천	매트	

등의	소품이	아기자기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직접	퀼트를	할	

수	있도록	재료도	팔기	때문에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

 B. P. 1635 Papetoai    56 11 73    없음   

 오전 8시~오후 6시

허먼 펄  Herman Perles
르	프치	비라쥬에	있는	흑진주숍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흑진주와	다양한	형태의	팬던트	헤드를	갖추고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모든	제품에는	품질	안전	증명서가	

붙어	있어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친절한	현지	

베테랑	스탭들의	꼼꼼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Face au Club Med    56 42 79    일요일, 경축일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Shopping
쇼핑 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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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와	열대어들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인	라군을	간직한	모레아섬에서는	스쿠버다이빙,	

세일링,	트롤링,	서핑,	스노쿨링,	아일랜드	투어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골짜기와	열대림,	

꽃	등이	만발한	숲을	4륜	구동	자동차를	이용해	사파리	투어를	하거나	광활한	바다로의	멋진	샷을	할	수	있는	

골프	등의	액티비티를	맘껏	즐길	수	있다.

4륜 구동 사파리 투어  4WD Safari Tour
모레아	섬내를	4륜	구동	자동차로	달리는	투어이다.	모레아섬은	바다만이	아니라	

파인애플이나	바닐라	나무가	빽빽한	산과	들도	매력으로	넘쳐난다.	일반차로는	가기	

어려운	울창한	숲을	헤치고	산길을	따라	가다보면	끝에	시원한	폭포를	만나게	된다.	총	

4시간	코스의	사파리	투어는	파인애플	주스	농원과	커피	플랜테이션,	벨베데레	전망대	

등을	방문한다.

이너	아일랜드	사파리	투어 [Inner Island Safari]   B. P. 339 Temae   56 20 09   

반나절 

토레아	누이	사파리 [Torea Nui Safari]   B. P. 245 Maharepa   56 12 48   반나절 

모레아	익스플로러 [Moorea Explorer]   B. P. 3104 Temae   56 12 86   반나절 

해양 스포츠 Water Sports
모레아섬은	사방으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	스포츠의	발달은	당연하다.	

모레아섬에서	할	수	있는	해양	스포츠중	스노쿨링은	선명한	블루	라군	안에서	

각양각색의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고급	호텔에서는	스노쿨링	

세트를	무료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트롤링은	타히티와	모레아,	테티아로아	등	3개의	섬을	연결하는	해역에서	즐길	수	있다.	

원하면	반나절	아니면	하루	정도	승무원이	있는	크루즈를	대여할	수도	있다.	11월에서	

3월까지가	트롤링의	최적	시기이다.	

세일링은	느긋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이다.	쿡만이나	오프노후만의	라군을	

도는	세일링은	백사장	피크닉과	스노쿨링을	하거나	선셋	크루즈,	다른	섬으로의	차터	

크루즈	등도	즐길	수	있다.

모레아섬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다이빙	센터가	3곳이나	있다.	다이빙	포인트는	

주로	리조트가	있는	섬	북쪽에	많다.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만	환초를	

조심해야	한다.	모레아섬에서의	서핑은	리이프	브레이크(환초가	잘려나간	부분)로	인해		

보자들에게는	어려운	곳이다.	포인트까지는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	주요	포인트로는	

테마에	공항	부분,	모레아	비치	코머	앞,	쿡만	입구	등이다.

피시 & 샤크 피딩 Fish & Shark Feeding
블루	라군의	맑고	투명한	곳으로	카누를	타고	나가	직원이	던져주는	먹이에	몰려드는	

각종	열대어	및	상어를	견학할	수	있다.	이	액티비티의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면	중급	

호텔	이상의	투어	데스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레아 돌핀 퀘스트 Moorea Dolphin Quest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	스파	모레아	내의	모레아	돌핀	센터에서는	돌고래	4마리를	

키우고	있다.	돌고래와	수영하고	먹이주는	등의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섬 투어  Round Island Tour
이	투어는	아름다운	블루	라군과	어우러진	섬	주위를	도는	낭만적인	여행으로	조화로운	

풍경을	유유자적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섬내	관광명소인	후르츠	주스	공장,	

티티로아의	마라에	벨베데레,	파인애플	플랜테이션,	쿡만,	오프노후만,	토아테아의	

전망대	등	섬의	남쪽을	집중적으로	둘러본다.	이	투어는	쇼핑없이	순수한	자연	

경관만을	감상하며	즐긴다.	소요	시간은	약	5시간으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	

무렵이면	끝이	난다.	신청은	각	호텔	투어	데스크에서	예약을	하면	된다.

알버트	트렌스포츠 [Albert Transports]   B. P. 77 Maharepa   55 21 10     

모레아	익스플로러 [Moorea Explorer]   B. P. 77 Maharepa   55 21 10

모레아 그린 펄 골프 코스 폴리네시아	

Moorea Green Pearl Golf Course Polynesia
2007년	 12월에	그랜드	오픈한	모레아섬의	첫	골프장으로	유명	골프선수인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골프	코스이다.	파	70,	 18홀을	갖춘	골프장으로	해안과	산쪽에	

위치해	있어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벙커나	연못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	프로나	

아마추어	초보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B. P. 3466 Teamae 98728   56 27 32   오전 7시 30분~오후 5시

 www.mooreagolf-resort.com

스포츠	&	액티비티

Sports & Activity



공항에서	약	 2㎞,	페리	부두에서	약	5㎞	중간쯤에	위치한	리조트로	장엄한	화이트	샌드	비치와	확	트인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야자수	사이로	띠를	이루듯	연결된	방갈로,	라군의	선명한	녹색에	둘러싸인	레스토랑의	멋진	외관	등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그림같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소피텔 모레아 이아 오라 비치 리조트

	B.P. 28 Maharepa		 	55 12 12		

	www.sofitel-frenchpolynesia.com	 	114개
	 	①케이_오후	6시	30분~오후	10시	②퓨어_아침	오전	6시	30분~

오전	10시	30분/점심	정오~오후	2시/티	타임	오후	2시	30분~오후	6시

/저녁	오후	6시~오후	10시	③뷰_오전	10시~오후	10시

Sofitel Moorea Ia Ora Beach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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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아섬	북쪽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로	테마에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바이아레	항구에서	약	20분정도	거리에	있다.	

리조트	앞은	아름다운	비치가	뒤는	웅장한	파이르라니산과	테아라이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B.P. 3410 Temae		 	55 17 50		 	www.pearlresorts.com		 	94개
	 	①마하나이_아침	오전	6시	30분~오전	10시/점심	12시~오후	2시/저녁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②르	마티에하니_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수,	일요일	휴무)	③아우테라아_일~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30분/수,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스파	이용	시간_오전	9시	30분~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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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a Pearl Resort & Spa

모레아 펄 리조트 & 스파



테마에	공항에서	24.5㎞,	바이아레	항구에서	약	30㎞	떨어져	있는	열대	정원과	조용한	라군이	둘러싸인	리조트이다.	

11헥타르에는	165종의	나무와	꽃	등	식물이	있는	정원이	아름답다.	51개의	수상	방갈로는	현대적인	럭셔리와	폴리네시아의	

전통을	조화시킨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며,	실내는	대나무,	마호가니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모던함을	한층	높인	세련미가	

돋보인다.

인터컨티넨탈 모레아 리조트 & 스파

	B.P. 1019 Tiahura		 	55 19 19		

	www.intercontinental.com	 	143개
	 	①파라	누이_아침	오전 7시~오전	10시/저녁	오후	7시~오후	9시	

30분	②파레	하나_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	③모투	이티	바_	

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

42 + 43

InterContinental Moorea Resort & Spa



울창하고	평화로운	모레아섬의	하트	모양으로	오프노후만과	쿡만	사이에	위치해	있다.	모레아섬	중에서	라군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스노쿨링을	하기에	최고의	리조트이다.	아늑하고	로맨틱한	리조트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라군이	펼쳐지고,	

수평선	너머로는	신록이	우거진	산의	빼어난	절경을	풀장과	비치	사이드의	레스토랑에서	감상할	수	있다.

힐튼 모레아 라군 리조트 & 스파

	B.P. 1005, 98729 Papetoai		 	55 11 11		 	www.hilton.com/frenchpolynesia		 	106개	
	 	①아리	바힌_아침	오전	6시	30분~오전	10시	30분/저녁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②로투이	바	&	그릴_오전	11시~오후	9시	③토아테아	바_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스파	이용	시간	_오전	8시	30분~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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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ton Moorea Lagoon Resort & Spa

©Hilton French Polynesia



역사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7백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원래	이	섬은	

바바우(Vava'u)라는	섬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원주민어로	 ‘어둠	속에서	솟아났다’라는	말이다.	해저	

폭발로	이뤄진	보라보라의	첫주인은	통가(Tonga)였으며,	이때	보라보라는	‘포라	포라(Pora	Pora)’	처음	

태어난다는	의미로	 ‘퍼스트	본(F i rs t	 born)’이라고	했다.	신화에	따르면	보라보라섬은	완벽한	

파라다이스의	건설을	위해	최고	신인	타로아가	하늘의	신인	타네아와	바다의	왕인	티노루아를	이곳에	

보내	만든	것이라고	한다.

보라보라섬이	서구	세계에	알려진	것은	1767년	영국왕립함대	왈리스	함장에	의해서	였고,	1769년	제임스	

쿡이	처음으로	이	섬에	상륙했으며,	1888년에는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지정되었다.	보라보라섬은	세계	

2차	대전을	앞두고	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명해졌으며,	 1941년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	미국의	

대공포와	무기고가	설치되면서	점차	후방	기지화가	되어갔다.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이	

주둔하면서	보라보라섬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5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인구가	6,000명의	미군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늘었고,	급유를	위한	기지로	섬	주변의	리프	한쪽에	공항이	건립되기도	했다.	1961년	

타히티	파아아	국제공항이	지어지기	전까지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단	하나뿐인	국제공항이었다.	폭격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보라보라섬은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까지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지형  보라보라섬은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화산섬이다.	때문에	뾰족한	바위	봉우리가	많다.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727m의	오테마누(Mt	 Otemanu)와	661m의	파히아(Mt	 Pahia)이다.	

화산섬을	둘러싼	바다는	갖가지	색으로	나타나고,	연두색의	해저	산호안으로	섬이	솟아올라	있다.	이를	

모투라고	하는데	산호가루가	부서져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모투를	멀리서	보면	고리	모양의	띠	

형태를	이루는데,	이를	아톨(Atol)이라	말한다.	모투와	아톨로	둘러싸인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한	라군을	

형성한다.

교통편 

보라보라섬	공항은	특이한	지형에	위치해	있다.	본섬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에	자리한	공항에서	

내리면	고속	셔틀	보트를	이용해	보라보라의	본섬인	바이타페까지	간다.

항공  타히티섬에서	매일	4~8회	출발하며,	소요	시간은	

직항	노선이	약	45분이고,	모레아섬이나	후아히	네섬,	

라이아테아섬을	경유하면	약	 1시간~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선박  배는	섬	주민의	교통	수단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타히티섬에서	고속	페리와	화물	여객선이	각각	

주	2~3회	운행하고	있다.

기후 

연평균	 27℃	정도로	연중	맑은	날씨여서	여행하기	

좋다.

주요 연락처 

메디컬	센터	  67 70 77

여행자	안내	센터	  67 76 36					

우체국	  67 7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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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Bora
‘태평양의	진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라군을	간직한	섬,	타히티섬에서	경비행기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그곳에	

무한의	매력을	품은	보라보라섬의	고혹한	자태가	드러난다.	보라보라섬에는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럭셔리	호텔이나	펜션	등이	많다.

지상 최고의 라군을 
간직한 섬, 보라보라 

B o r a  B o r a

보라보라	펄	
비치	리조트	&	스파	

힐튼	보라보라	누이	
리조트	&	스파	

인터컨티넨탈	
보라보라	르	모아나		

르	마이타이	
폴리네시아	보라보라		

소피텔	보라보라	마라라	비치	리조트	&	
프라이빗	아일랜드	

인터컨티넨탈	보라보라	리조트	
&	탈라소	스파		

르	메르디앙	보라보라	

세인트	레지스	
보라보라	리조트	

포시즌	리조트	
보라보라	

마티라	포인트	

포베이만

전망대	

바이타페		

파이아산	

오테마누산	

공항	



마티라 포인트 Matira Point
바이타페를	기점으로	파아누이	방면의	

북쪽은	바다라는	것보다	보라보라섬의	

경관을	즐기는	메인인	곳이다.	그	반대	

남쪽으로는	편안한	숙박시설이	있다.	

상급부터	 중급,	 고급	 호텔	 등	 보라	

보라섬의	메인	숙박시설부터	부티끄나	

레스토랑	등이	몰려	있다.	어느	쪽을	봐도	

비치와	라군의	경관을	즐기는	장소가	

된다.	이	지역	중에서	특히	추천할만한	

곳이	바로	마티라	포인트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바다와	비치가	

펼쳐지는데,	 보라보라섬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치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수영을	하거나	스노	

쿨링을	즐겨도	좋고,	단지	바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	

하다.	 이곳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스노쿨링	장비와	빵	조각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스노쿨링을	하면서	

빵을	바닷속으로	던지면	금새	각양각색의	

열대어들이	모여	온몸을	감싸는	일대	

장관을	볼	수	있다.

Bora Bora Island
관광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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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리움 Lagoonarium
타히티섬	뿐만	아니라	보라보라섬에도	

천연의	수족관이	있다.	라군에	만들어진	

자연	 수족관	 라구나리움에는	 단지	

물고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거북	

이나	가오리,	각양각색의	열대어,	상어	

와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상어라	해도	크기가	작고	사람들에	익숙	

해져	있어	전혀	위험하지	않다.	특히	

열대어에	둘러싸이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으로	다가온다.	한편	

카누를	 타고	 라군을	 한바퀴	 돌면서	

상어에게	먹이도	주고,	환초에	둘러싸인	

본섬의	자연	경관을	보는	인기	있는	

투어도	매일	진행된다.

미군 대포 American Canons
보라보라섬에는	미군이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사용한	7인치	포의	잔해가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섬의	동쪽으로	돌출된	피티우	

와	보라보라	콘도미니엄의	뒷산에	대포가	

있으며,	또	섬의	북서쪽에	있는	전망대	

근처	파아누이만,	페리	부두로부터	조금	

산쪽으로	들어간	곳에도	있다.	이	중에서	

파아누이만의	페리	부두에	가까운	2문은	

열대우림	속을	걸어가기	때문에	부시워	

크의	모험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곳이다.	

대포가	있는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바다를	보기	위한	장소인	돈대가	있고,	

이곳에서	조망하는	아름다운	보라보라섬	

의	경관은	최고이다.

마티라 포인트

미군 대포

라구나리움

©Gregoire Le Bacon

©David Kirkland

©  Tim McKenna

©Gregoire Le Bacon

©Gilles DIRAIMONDO / AMV Voyages© Gregoire Le Bacon 

© Le Meridien Bora Bora

©Gilles DIRAIMONDO / AMV Voyages



보라 카이나 헛  Bora Kaina Hut
펑키	스타일의	레스토랑

 서부해안   67 72 16    점심, 저녁    고기, 생선 요리, 토요일 밤은 퍼시픽 뷔페

레스토랑 파레 마누이아  Restaurant Fare Manuia
서양	요리	전문	레스토랑

 마티라 포인트   67 68 06    점심, 저녁    생선, 스테이크, 치즈 샐러드, 파스타

스낵 레스토랑 모이 헤레		Snack Restaurant Moi Here
카페	스낵	바		

 마티라 포인트   67 68 41    아침, 점심, 저녁    고기, 생선 요리, 알콜 음료

블러디 메리스		Bloody Mary’s
씨푸드	전문	레스토랑		

 포베이만 북쪽 1km   67 72 87    점심, 저녁    각종 해산물, 생선, 스테이크등

타히티 펄 마켓  Tahiti Pearl Market
흑진주	전문점

 Povai Bay-Amanahune   60 38 60   www.tahitipearlmarket.com
  월~일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더팜/보라보라 펄 컴퍼니  The Farm/Bora Bora Pearl Company
민예품,	흑진주	전문점

 B. P. 234 Bora Bora   60 37 77   www.borapearl.com   오전 9시~오후 6시

타히아 콜린스  Tahia Collins
흑진주	전문점

  B. P. 1 Pointe Raititi98730   60 37 77   www.tahiacollins.com   월~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30분/일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Food &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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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쇼핑 

스포츠	&	액티비티

Sports & Activity
스킨 스쿠버 다이빙  
Skin Scuba Diving
보라보라섬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액티비티이다.	환초에	둘러싸인	보라	

보라섬은	산호띠인	리프가	파도를	막아	

주는	덕분에	늘	파도	없이	잔잔한	물결	

속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보라보라 다이빙 센터 
Bora	Bora	Diving	Center

호텔	보라보라	옆에	위치해	있으며,	다이빙	

장비에서	강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칼립소 클럽 Calypso Club

보라보라	비치	클럽에	위치해	있으며,	장비	
렌탈이	가능하다.	특히	수중	카메라	렌탈도	

가능한	곳이다.

아쿠아 사파리 Aqua Safari
수심	 3~4m의	바다속을	걸어다니며	

해양	 생태계를	 관람하는	 아쿠아	

사파리는	특수한	산소	헬멧을	착용해	

수영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맘껏	해저	

탐험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관광이다.

 B. P. 182 Vaitape   67 74 83 

라군 투어  Lagoon Tour
보라보라섬의	고운	자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투어이다.	 엔진이	 없는	

아웃리거	카누로	수면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살펴보고	라군	주변의	환초섬과	

무인도	탐방,	스노쿨링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트롤링  Trolling
보라보라섬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라군에서	즐기는	트롤링은	배	뒤에	낚시	

대를	매단	채	물고기와	비슷한	속도로	

쉴새없이	움직인다.

헬리콥터 투어  Helicopter Tour
보라보라섬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액티비티	투어이다.	헬리콥터로	섬	

한바퀴를	도는데	약	 15분이	소요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으로	변하는	바다빛과	푸르름이	넘쳐나는	

신의	산	오테마누를	보는	기분은	최고	

이다.

샤크 피딩  Shark Feeding
아웃리거	카누를	타고	나가	상어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스릴	만점의	해양	체험이다.	

안전규칙만	잘	지키면	상어가	온순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안심하고	상어와	

즐길	수	있다.	문의는	각	호텔	액티비티	

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 Tatiana Salmon

©Lionel Pozzoli

©Lionel Pozzoli

음  식



공항에서	약	20분	거리의	모투	피티아우에	위치한	리조트로	새하얀	모래사장	위에	폴리네시안의	독창적인	건축	양식이	

돋보인다.	뛰어난	전망을	갖고	있어	가장	보라보라섬적인	리조트라고도	한다.

르 메르디앙 보라보라 

	Motu Tape B.P. 190 Bora Bora		 	60 51 51		 	99개		 	수영장,	부티끄,	액티비티	데스크,	비치	등	
	 	①르	티파니_아침	오전	6시	30분~오전	10시/저녁	오후	7시~오후	9시	30분		②르	테	아바_오전	10시~오후	9시(매일	3식	

가능)		③미키	미키_오후	3시~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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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eridien Bora Bora

©Le Meridien Bora Bora



보라보라	남서부의	작은	섬인	모투	투프아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럭셔리한	리조트이다.	공항에서	

직접	호텔	전용	보트로	리조트까지	갈	수	있다.	프렌치	폴리네시아	리조트	중에서	가장	넓고	긴	백사장(약	1,000m)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형형색색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넘실댄다.	보라보라에서는	유일하게	수상리셉션을	갖추고	있으며,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블루라군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P. 502, Vaitape		 	60 33 00		 	www.hilton.com/frenchpolynesia		

	122개		 	수영장,	스파,	액티비티	시설,	레스토랑,	바	등	
	 	①이리아타이_오후	6시	30분~오후	10시	②타무레그릴_아침	오전	6시	

30분~오전	10시/점심	오전	11시~오후	4/저녁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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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ton Bora Bora Nui Resort & Spa

힐튼 보라보라 누이 리조트 & 스파

©Hilton French Poly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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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즌	호텔	그룹에서	타히티에	오픈한	최초의	리조트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히는	마티라	포인트에	위치해	있어	전망이	아주	좋은	리조트이다.	외관은	폴리네시안	스타일의	건축	양식과	

포시즌만의	독특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포시즌 리조트 보라보라 

	B.P. 547-98730 Vaitape Bora Bora		 	60 31 30		

	www.fourseasons.com	 	121개(수상	방갈로	114실,	비치	프론트	

빌라	7실	등 2가지	타입)		 	레스토랑,	바,	비즈니스	센터,	수영장,	

스파,	휘트니스	클럽,	액티비티	시설,	키즈	클럽,	부티끄	등

	 	①아리	모아나_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②테레	누이_아침	

오전	6시	30분~오전	11시	/점심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저녁	오후	

6시~오후	9시	30분	③파레	호아	비치	바_오전	10시~오후	5시

Four Seasons Resort Bora Bora

©Four Seasons Resort Bora Bora



1천여개가	넘는	스타우드	호텔	계열의	최고급	브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리조트로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178,000㎡로	

최고	규모를	자랑한다.	넓고	여유로운	공간과	최고의	서비스,	푸른	자연과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투명한	라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리조트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보라보라	공항에서	호텔	전용	보트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투	오메에	위치해	

있다.

세인트 레지스 보라보라 리조트

	Motu Ome'e B.P. 506 Bora Bora		 	60 78 88		 	www.starwoodhotels.com		

	91개(오버워터	방갈로	등	총	9가지)		 	수영장,	스파,	액티비티	시설,	레스토랑,	바	등	
	 		①스시	쉐이크_오후	6시~오후	10시	②파후_오전	6시 30분~오후	11시	③라군_오후	5시~오후	11시(미슐랭	3스타	쉐프인	

장조지가	디자인한	메뉴로	보라보라	최고의	고품격	요리를	선보임)	④아파리마	바_오전	10시~오후	11시

	스파(미리	미리)_오전	8시~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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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Regis Bora Bora Resort

©The St.Regis Bora Bora Resort



보라보라섬에서	가장	높은	오테마누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리한	초특급	리조트로	마치	신혼부부의	와인잔을	형상화한	

수상방갈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함이	묻어나는	친환경적인	디자인의	리조트로	독특한	블루	라군과	

어우러져	우아한	모습을	자아낸다.

인터컨티넨탈 보라보라 리조트 & 탈라소 스파 

	B.P. 156 Bora Bora 98730		 	60 76 00		

	www.boraboraspa.interconti.com		 	83개
	 	①리프_오전	7시~오후	9시	30분	②센즈_오전	11시~오후	9시	

30분	③바블즈	바	&	테라스_오전	10시~오후	11시

InterContinental Bora Bora Resort & Thalasso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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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보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인	마티라	포인트에	위치한	최고급	리조트이다.	파란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그리고	

바닷속	산호	비경을	맘껏	감상할	수	있는	환상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또	모든	수상방갈로는	바다로	바로	연결되어	

바다생물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방갈로	바닥에	투명	유리가	설치되어	방갈로	내에서도	열대어를	관찰할	수	있다.

인터컨티넨탈 보라보라 르 모아나 리조트

	B.P. 156 Bora Bora		 	60 49 00		 	www.intercontinental.com	

	64개(비치	주니어	스위트,	수상	방갈로	라군	스위트,	수상	방갈로	

호라이즌	스위트	등)		

	레스토랑,	바,	수영장,	비즈니스	센터,	부티끄,	액티비티	시설	등		

	 	①노아노아	레스토랑	테라스_오전	6시	30분~오전	9시	30분		

②비니비니	바_오전	10시~오후	1시

InterContinental Bora Bora Le Moana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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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보트로	10분	거리의	모투에	위치한	유일한	리조트로	총	80개의	객실과	스파	등	각종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리조트	내	모든	시설은	자연	소재로	이루어져	

자연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보라보라 펄 비치 리조트 & 스파

	B.P. 169 Vaitape		 	60 52 00		 	www.pearlresorts.com	

	80개		 	수영장,	스파,	액티비티	시설,	웨딩		채플	등		
	 	①테바이로아_아침	오전	6시	30분~오전	10시/저녁	오후	6시	

30분~9시	30분	②타우레아레아	바_오후	5시~오후	11시	30분

Bora Bora Pearl Beach Resort & Spa

64 + 65



한적함을	원하는	휴양객이나	허니무너에게	안성맞춤인	리조트이다.	넓게	펼쳐진	마티라만의	전용	비치를	보유하고	있고,	

끝없이	이어진	라군이	함께	한다.

소피텔	마라라에서	보트로	약	2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무인도의	럭셔리	별장과도	같은	리조트이다.

소피텔 보라보라 마라라 비치 리조트

소피텔 보라보라 프라이빗 아일랜드

	B.P. 6 Nunue		 	60 55 00		 	www.sofitel-frenchpolynesia.com	 	64개(가든뷰,	비치,	라군	프론트,	수상방갈로	등	총	4가지)		
	레스토랑,	바,	수영장,	테니스	코트,	액티비티	시설,	스파	등		 	 	①래티튜드	씨즈_점심	정오~오후	2시/저녁	오후	6시~오후	

9시	30분	②사쿠라	보라보라_오후	7시~오후	9시	30분	③허리케인	바_오전	11시~오후	10시

	B.P. 516 Nunue		 	60 56 00		 	www.sofitel-frenchpolynesia.com	 	31개(비치	빌라,	라군뷰	방갈로,	수상	방갈로	등	총	5가지)
	레스토랑,	바,	수영장,	스파,	액티비티	시설	등		 	 	①마누	투키	레스토랑_아침	오전	6시	30분~오전	10시/점심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저녁	오후	7시~오후	9시	30분		②마누	투키	바_오전	10시~오후	11시

66 + 67

Sofitel Bora Bora Marara Beach Resort

Sofitel Bora Bora Private Is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