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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발을들고있는일본의귀여운고양이

인형을본적이있을것이다 사람과복을

부르는행운의인형으로통하는이고양이

의이름은 마네키네코다 나고야는 마네

키네코의 고향이자 최대 생산지다 행운

의고양이가반겨주는나고야로여행을떠

나보자 겨울의 정취를만끽할수 있는오

랜역사의온천도기다리고있다

아이치현(愛知) 지방의 중심지인 나고

야는일본열도의중심지이자중부지방의

행정산업문화교통의 요지이다 나고

야는 연간 2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북쪽으로는 도

야마 서쪽으로는 오사카를두고있는나

고야는메이지유신시대때부터면직물과

도자기의집산지로상업이크게발전했다

나고야겨울여행의시작은온천이다 2

시간쯤 달려 나고야를 벗어나면 게로 온

천을 만날 수 있다 게로 온천 마을은

1000년의역사를자랑하는곳으로이름처

럼온천으로유명하다여행객보다현지인

들에게더 인기가있는 곳으로쿠사츠 아

리마 온천과 함께 3대 명탕(名湯)으로 꼽

힌다

에도시대의유명한유학자하야시라잔

이 자신의 시문집에 게로 온천 마을을 소

개할정도로예부터온천으로소문이자자

하다 이 마을의 온천수는 류머티즘과 운

동기능장애치료에효능이있다고알려졌

다

나고야에서 급행열차를 타면 이곳으로

바로달려갈수있다 역에서바로온천마

을이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여

행객도쉽게걸음을옮길수있다

골목사이사이일본의정취를물씬느낄

수 있는 여행길이다 유카타 차림의 사람

들이게다를신고자유롭게활보하고있는

모습은이곳의매력을더해준다

2010년 인기리에 방영된 SBS 드라마

나쁜남자 의촬영지로유명한수명관호

텔은게로온천내최대규모와역사를자

랑하는특급료칸호텔이다 247개의객실

과다실 공연장 일본식정원등을갖추고

있으며 밤하늘을 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온천과 실내 대욕장 등이 마련

돼다양한천연온천욕을체험할수있다

동양최대규모의일루미네이션을볼수

있는나바나노사토역시나고야의명소다

일본에서유일하게LED조명만을이용해

넓은정원을꾸민나바나노사토는나고야

여행을더욱빛나게한다 넓은 정원가득

아름다운조명이장관을이루고있어커플

이나 어린 자녀를 둔 여행객에게 특히 인

기가높다

일본의알프스로불리는신호다카로프

웨이도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빼놓을

수없는관광지다

주변에 온센고라는 온천 마을이 있어

온천으로도 유명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 최초의 2

층 곤돌라를 타고 3000m 높이의 정상에

올라내려다보는파노라마절경을만날수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말로

표현수없는빼어난풍경은 미슐랭그린

가이드재팬의별 2개를받을정도로유명

세를타고있다

여행의재미를더하는먹을거리도풍성

하다

한국에한정식이있다면일본에는일본

식 정찬 요리 가이세키가 있다 격식 있

는 서비스를 통해 음식의 맛은 물론 여행

의멋까지더할수있다 이외에도장어덮

밥 소고기 전골요리인 히다규 스키야키

정식등입안가득일본의풍미를느낄수

있는먹을거리가가득하다

당장에라도떠나고싶은매력이넘치는

일본의 나고야 느긋하게 설연휴에 맞춰

나고야로 떠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준

비됐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멀리 인천까

지 갈 필요도 없다 롯데관광 광주지사에

서 1월27일 무안공항에서 국적기 대한항

공을 타고 떠나는 2박4일의 전세기 상품

을준비했다

일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으로 나뉘

어있는대형항공기종에서시작하는여행

은 3가지 큰 테마로 구성됐으며 게로 온

천오쿠히다 로프웨이나고야 시내 관광

으로 이뤄졌다 취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

할수있으며나고야시내관광과일급호텔

을사용하는저렴한상품부터특급호텔을

이용하는상품까지선택의폭이넓다

무안공항에서출발하는점도반갑다무

안공항의경우주차비가무료이기때문에

자동차로 이동해도 부담이 없다 광주와

전주에서무안공항까지가는왕복버스도

준비되어있어이동이편리하다

12월 30일까지 예약 후 완납하는 여행

객에게는선착순으로비즈니스석을 8석까

지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나

고야로의겨울여행을꿈꿨던여행객들에

게는놓칠수없는절호의기회 상품에관

련된 문의는 롯데관광 광주지사 (1688

1104)로 하면 된다 홈페이지(http

wwwlottetourcom나고야 검색)에서

도자세한일정과내용을확인할수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설연휴일본온천여행떠나요무안공항에서

복을부르는고양이인형 마네키네코의고향인나고야는오랜역사의온천을즐길수있는겨울최고의여행지이기도하다 나고야게로온천내최대규모와역사를자랑하는특

급료칸호텔 수명관은노천온천등다양한천연온천욕을체험할수있는곳으로인기를끈다 롯데관광광주지사제공

게로온천오쿠히다로프웨이시내 관광구성

30일까지완납땐비즈니스석 8석 선착순제공

천년의역사 게로온천마을

류머티즘운동기능장애특효

동양최대일루미네이션장관

日 알프스 신호다카로프웨이

2층 곤돌라타고 3천m 정상

미슐랭가이드 인정한풍경

취향가격맞게선택폭넓혀

광주전주공항버스운행

나고야성

나바나노사토

일루미네이션

롯데관광광주지사 1월 27일나고야 2박4일 실속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