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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메드
홋카이도 사호로



Awards

5년 연속 트립어드바이저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수상, TripAdvisor.

트래블러스 초이스(Traveler’s Choice) 수상, TripAdvisor.

시설 으뜸 상(Certificate of Excellence) 수상, TripAdvisor.

에코 리조트 인증, Green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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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ORO, HOKKAIDO

TOMAMU, HOKKAIDO

JAPAN

KABIRA, ISHIGAKI

이번 겨울, 아시아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히는 홋카이도에서 

즐거움으로 가득한 가족 휴가를 만나보세요.

스키와 하이킹을 위한 완벽한 파우더 스노,

동화 같은 파노라마 자연 경관에서 즐기는 승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미 넘치는 식사까지. 

새롭게 태어난 클럽메드 홋카이도 사호로에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서비스와 진정한 일본 문화를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지역 중심에 위치한 클럽메드 홋카이도 토마무에서 

오감만족 여름 휴가를 즐겨 보세요.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프리미엄 와규와 주류까지, 

세계인이 인정하는 홋카이도의 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카이 테라스*에 올라가거나, 하이킹 또는 자전거를 타며 

숨막히게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해 보세요. 

일본 최대 실내 파도풀**에서 친구, 가족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홋카이도의 토착민 집단 아이누 민족의 문화가 바로 여기, 클럽메드 

홋카이도 사호로에 곳곳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곰의 민족’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자연을 닮은 전통 패턴과 조각 

기술을 사용하여 공예품을 만듭니다.

이러한 아이누의 전통과 현대 양식의 결합으로 

클럽메드 사호로의 객실이 새로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이누(Ainu) 문화

미나미나 레스토랑의 일본 전통 요리 ‘나베’ 

해산물 핫팟.

달콤하고 풍미 넘치는 현지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만 엄선해 만든 

풍미 가득한 현지 요리를 만나보세요.

홋카이도의 풍미 넘치는 식사

눈을 굴려 눈사람을 만들고, 눈 싸움을 하고

파우더 스노의 언덕에서 썰매를 타보세요.

 

아름다운 산의 풍경과 

떨어지는 하얀 눈송이의 마법이 

잊지 못할 휴가를 선사합니다.

 

홋카이도에서의 즐거운 가족 여행
풍성한 파우더 스노와 프라이빗한 
산악 경관 속 클럽메드 홋카이도 
사호로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홋카이도 문화를 반영하여 
리노베이션한 객실, 메인레스토랑 
및 웰니스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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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사호로

새롭게 태어난 

파우더 스노의 성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파우더 스노, 동화 같은 파노라마 경관, 

홋카이도의 맛과 문화.



끝없이 펼쳐지는 

동화 같은 파노라마 경관

아이누(Ainu) 문화의 발견

클럽메드 홋카이도 사호로는 아이누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려 합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객실은 아이누족의 전통적인 패턴과 현대적 스타일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오직 클럽메드 고객을 위한 이곳,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하얀 설원이 펼쳐진 겨울왕국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완벽한 휴가를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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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누족(Ainu)의 전통

아이누족은 홋카이도의 부족민입니다. 

이들의 문화 관습, 공예품, 의류 생산에 사용되는 독특한 스타일의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누 민족의상은 주로 나무 껍질로 짠 직물로 생산 되며, 

각각의 이색적이고 전통적인 디자인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넓은 스키장부터 파우더 슬로프, 스키 리프트, 스노 파크, 그리고 곤돌라까지.

스릴 넘치는 휴가를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럽메드 홋카이도 사호로에서 마음껏 스노보드, 스키, 스노 트래킹을 즐기며 

진정한 겨울을 느껴보세요.



세계가 인정하는 홋카이도의 맛

홋카이도의 각 지역에서 공수한 신선한 해산물과

옥수수, 고구마, 와규, 아이스크림 및 과일까지.

홋카이도 도카치(Tokachi) 홋카이도 신토쿠(Shintoku)

치즈

클럽메드 홋카이도 사호로 레스토랑에서는

사쿠라, 사사유키, 블루 치즈, 코반 등의 

홋카이도 목장에서 생산된 유명 치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도카치는 신선한 식재료의 원산지로 유명합니다.

그 중 홋카이도 도카치 비프는 단연 으뜸입니다. 

베이커리

현지의 고품질 버터, 밀가루, 우유로 만든 

달콤한 베이커리의 향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주류 서비스

아름다운 산악 경관을 자랑하는 와카 바에서 

홋카이도의 시그니처 삿포로 맥주와

다양한 주류를 맛보며 하루를 마무리 해보세요.

 

프리미엄 일본 사케, 샴페인, 브랜디, 위스키, 와인 등

프리미엄 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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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요금



디럭스 (3D 이미지)

최고의 미식 여행

잊지 못할 미식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셰프들은 전통 조리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픈 키친을 통해 셰프의 요리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의 열정을 느껴보세요.

새롭게 단장된 객실

아이누 문화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존하고,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으로 클럽메드 사호로의 

객실이 리노베이션 되었습니다.  

메인 레스토랑

다이치 레스토랑에서 

오감만족 식사를 즐기며

홋카이도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셰프들이 준비한 

신선한 생선회, 초밥, 치라시돈 등 

더 풍성해진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면 TV 어메니티 키트
La Villa 
스파*

디지털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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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단장한 

홋카이도 사호로

* 추가요금



파우더 스노

홋카이도의 맛 스노 트래킹

캐나디안 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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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의 맛#2
건강한 현지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일본요리를 만나보세요. 

미나미나 스페셜티 레스토랑의 일본 전통 ‘나베’ 핫팟은 

클럽메드 사호로에서 맛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스노 트래킹#3
가족, 친구,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스노 트래킹에 초대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파우더 설원을 가로지르다 보면 

동화 같은 파노라마 경관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캐나디안 배쓰#4
자연 속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캐나디안 배쓰와

눈 덮힌 아름다운 파노라마 풍경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겨울 휴가를 만끽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홋카이도 파우더 스노는 겨울 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한 

최상의 설질을 자랑합니다. 전문 G.O와 함께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며 숨막히게 아름다운 홋카이도의 

파우더 설원을 즐겨보세요.

클럽메드 스키패스에는 모든 레벨을 위한 스키·보드 강습, 리프트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파우더 스노#1

사호로 정보

고도 

420M - 1030M

스키 슬로프 – 전체 25km

• 상급 코스

• 중급 코스

• 초급 코스

스키장

1개

스키 리프트

8개

곤돌라

1개

스키

스키 리프트 패스

• 만 4세 이상

• 체크인 다음 날 - 체크아웃 당일까지 유효

• 체크인 당일 스키패스 구매 가능

스키 강습

• 알파인 스키: 만 4세 이상

• 그룹 스키 강습: 만 12세 이상

스노보드 강습

• 만 8세 이상



다양한 스포츠 및 액티비티
전문 G.O와 함께하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매일 밤 다른 테마로 펼쳐지는 클럽메드 만의 파티를 즐겨보세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 이브닝 G.O 쇼 & 파티

• 라이브 음악

• 포켓볼*

• 탁구

• 배드민턴

• 요가

• 스트레칭

• 피트니스

• 스노 트래킹

• 에어보드*

• 트리 클라이밍*

• 웨이트 & 카디오 클래스

• 스쿼시

• 스노보드 강습

• 스키 강습

다이치
메인 레스토랑

• 매일 운영

• 일식을 포함한 인터네셔널 뷔페식

• 냉방 완비석: 474석

• 아기 음식 코너 완비

와카
메인 바

• 매일 운영

• 운영 시간 10:00 - 00:00

미나 미나
스페셜티 레스토랑

• 주간 6회 운영 

• 일본 전통 요리 

    홋카이도 ‘나베’ 핫팟 제공

면적 
27m2

최대 수용 인원 
성인 3인

(침대 2개 & 

소파베드 1개)

전망 
마운틴 / 벨리뷰

 

객실 편의시설

(클럽룸)

평면 TV

유카타

샤워룸

난방 시스템

비데

헤어 드라이어

금고

전화기

미니 바*

커피 & 차

생수 (도착 시 1회 제공)

선풍기

무료 Wifi

클럽룸

객실 편의시설

(클럽룸 편의시설 포함)

미니 바*

(알코올 제외, 도착 시 1회 제공 - 리필 가능*)

유카타 & 슬리퍼

어메니티 키트

다리미 & 다리미판

금고

전기 주전자

이브닝 턴다운 서비스

디럭스패밀리 디럭스

디럭스

스위트 마운틴 뷰

객실 편의시설

(클럽룸, 디럭스 편의시설 포함)

에스프레소 머신

DVD 플레이어

욕조

금고

웰컴 샴페인

과일

생수 (매일 제공)

에어컨

무료 Wifi

조식 룸 서비스

스위트

레스토랑 & 바

다다미 마스터 
패밀리 디럭스

클럽 트리플 룸

1716

면적 
37m2

최대 수용 인원 
성인 4인

(침대 2개 & 

소파베드 2개)

전망 
마운틴 / 벨리 / 

가든뷰

 

면적 
29m2

최대 수용 인원 
성인 2인

전망 
마운틴 / 벨리뷰

 

면적 
37m2

최대 수용 인원 
성인 4인

 + 

어린이 1인

(침대 2개 & 이불 3개)

전망 
마운틴 / 벨리 / 

가든뷰

 

면적 
74m2

최대 수용 인원 
성인 4인

(침대 2개 & 이불 2개)

+

만 12세 미만 어린이 1인

(이불 1개)

전망 
마운틴뷰

 

패밀리 디럭스 (3D 이미지)

* 추가요금

안락한 객실

* 추가요금



쁘띠클럽*(만 2세 - 3세)

어린 자녀를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국제적인 G.O들과 함께 인형극, 만들기 수업,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니클럽(만 4세 - 10세)

클럽메드 리조트를 방문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미니클럽 G.O와 즐기는 만들기 수업,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니클럽 쇼, 다양한 스포츠, 

게임 뿐 만 아니라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점심식사 및 스낵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니어 클럽(만 11세 - 17세)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 클럽 프로그램은 클럽메드 리조트를 보다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춤, 노래, 주니어 클럽 

공연, 공중그네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신나는 디스코 파티, 

글로우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을 위한 실내 수영장입니다.

파라솔,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라 빌라 스파.

시세이도, 미키모토 브랜드의 일본식 

스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파우더 설원에서 숲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이세쓰산 국립 공원, 카수미 폭포, 트래킹 코스와 

사호로의 그림 같은 전경과 함께하는 온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겨울 호수에서 즐기는 얼음 낚시입니다. 

동화 같은 풍경 속, 따뜻한 텐트 안에서 낚시와 요리를 하며 

진정한 겨울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외부관광 프로그램*

웰니스 & 스파

특수 설계된 튜브를 타고 산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며 

짜릿함을 즐기는 인기 스위스 겨울 스포츠입니다.

에어보드

메인 수영장

La Villa 스파*

얼음 낚시카수미 폭포 트래킹, 토무라시 온천 방문

일본식 전통 목욕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오후로.

아름다운 풍경과 한적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실외 캐나디안 배쓰입니다. 

오후로, 캐나디안 배쓰

전설적인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겨울 휴가를

클럽메드
베이비 웰컴

생후 23개월까지

베이비 코너

생후 4개월 - 23개월

플레이 
그라운드

생후 4개월 - 만 10세

스노 가든

만 4세 - 10세

파자마 클럽*

만 4세 - 7세

1918

어린이가 

행복한 휴가

* 추가요금* 추가요금



* 추가요금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 - 인클루시브

다양한 스포츠 & 레저 액티비티

• 60개 이상의 스포츠 프로그램(1): 

    공중그네, 골프, 세일링, 카약, 양궁, 스노클링 등

• 고품질의 스포츠 장비 보유 및 

    전문 G.O팀의 수준별 강습 제공

안락한 객실

• 선택 가능한 다양한 리조트 :

    3  리조트,

    4  리조트,

    5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리조트,

    5  익스클루시브 스페이스 및 빌라

• 다양한 타입의 객실(2): 

    클럽룸, 디럭스, 스위트 등 예산과 취향에     

    맞춰 선택 가능한 객실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 매일 밤 다른 테마로 펼쳐지는 

    이브닝 G.O쇼 & 파티

• 클럽메드 만의 독특한 분위기로 즐기는 

    매일 밤 색다른 축제

모든 교통편이 한 번에 
해결되는 편안한 여행
 
• 왕복 항공권(공항세, 유류 할증료 포함)

• 공항-리조트 간 왕복 교통편

풍미 넘치는 식사와 
무제한 음료, 
주류 및 스낵 서비스

• 하루 종일 현지 요리는 물론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메인 

    레스토랑과 스페셜티 레스토랑

• 달콤하고 풍미 있는 스낵 서비스

• 음료, 각종 주류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오픈 바

• 5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리조트, 

    샴페인 서비스(3)

모든 연령대를 위한 키즈클럽

• 전용 시설에서 숙련된 G.O가 진행하는 

    맞춤 액티비티

• 연령별로 세분화된 클럽메드 키즈클럽

독특한 현지 문화 체험

• 문화 체험 액티비티(1): 댄스 클래스, 요리 강습 등 …

웰니스 & 릴렉스 프로그램

• 실내 수영장과 자쿠지

• 클럽메드 스파*

(1) 리조트별 운영 여부 상이  (2) 객실 타입별 요금 상이  (3) 저녁 6시 이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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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불리, 중국 발토랑스 센세이션, 프랑스 그랜드 매시프 사모엥 모히용, 스위스

홋카이도 토마무, 일본 베이다후, 중국 르아크 파노라마, 프랑스

빈탄, 인도네시아 산야, 중국 하이난 홋카이도 토마무, 일본

발리, 인도네시아 피놀루 빌라, 몰디브 라 쁘엥또 까노니에, 모리셔스

전 세계 Sun 리조트

전 세계 Mountain 리조트

전 세계 70여 개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도착 & 출발

공항

오비히로 국제공항 (리조트까지 차로 약 1시간 30분 소요)

치토세 국제공항 (리조트까지 차로 약 2시간 30분 소요)

체크아웃/결제
출발 2시간 전 리셉션에서 결제 및 카드 반납 

리셉션 운영 시간: 오전 7시 – 오후 11시

리셉션 체크인
G.O팀의 환영 인사, 웰컴 책자, 클럽메드 팔찌, 

디파짓 카드: 쉽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체크인 시 룸 에스코트

레이트 체크아웃* 리조트 현지에서 확인 가능

리조트 도착

항공 포함 예약 시: 왕복 교통편 포함

숙박만 예약 시: 추가 교통 비용 발생

공항내 클럽메드 카운터에서 만나 리조트로 출발

지역 정보

언어 일본어

시차

한국과 동일

평균기온

겨울: –6℃ ~ –1℃

통화

일본 엔(JPY)

리조트 정보

위치

홋카이도, 일본

결제 방법

사용 가능 카드:

AMEX, VISA, JCB, DINERS, UFJ, DC, 

UC, UNION PAY

체크인 / 체크아웃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 오전 10시

리조트 전화번호 +81-156-64-6667

세부사항

2 헥타르, 1987년 오픈, 

2012 · 2018년 리노베이션

110개의 리조트 내 주차 구역

기타 서비스

러기지 딜리버리 서비스*

일본 내에서만 가능

부티크*

클럽메드 컬렉션, 의류, 

현지 기념품 등 여행 용품 판매

세탁 서비스*

공용 세탁기 & 건조기

(리셉션에서 코인 구매 후 이용 가능)

공용 샤워 시설
늦은 출발 고객을 위한 락커와 샤워

시설 서비스
공항-리조트 간 교통 스케줄

출발 일정에 따라 상이

(디파쳐 보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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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more about Club Med Sahoro Hokkaido
www.clubmed.co.kr

clubmedSahoro

Discover more about Club med resorts

Club Med Resorts

download our 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