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de a different wave

한 겨울의 파도 & 얼음왕국
Surf's up & Break the ice
NEW 스키 그 이상의 다이나믹 휴가

클럽메드 홋카이도 토마무

세계인이 인정하는
홋카이도의 맛

미나미나비치
스키 슬로프에서 파도풀까지 웨이브를 즐겨보자!
일본 최대의 실내 파도풀, 미나미나비치에서는
일년 내내 여름을 만날 수 있다!

Feast on a gastronomic
local journey

(호시노 토마무 리조트 운영)

아이스 빌리지
아이스 슬라이드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겨울왕국!
진정한 겨울을 만나기 위해 아직도 즐길 것이 너무
많다. 아이스 슬라이드, 아이스 바(bar)*, 아이스 호
텔*, 아이스 채플*

ITARA 메인 레스토랑

HAKU 스페셜티 레스토랑

아침, 점심, 저녁 제공되는 신선한 일식 코너
다양한 인터내셔널 뷔페

늦은 아침, 점심 및 일본식 바비큐 야키니쿠
저녁만찬을 제공하는 스페셜티 레스토랑

(호시노 토마무 리조트 운영)
* 추가요금

스노 파라다이스
어린이
스키 천국

Hit the slopes
on powder snow

child’s play
Zoom in

스키명가 클럽메드

풍부한 스노 액티비티

고도 : 540m-1,239m
슬로프 : 총 29개, 22km
스키 리프트 : 5개
곤돌라 : 1개

최상의 설질, 홋카이도 파우더 스노에서
즐기는 황제 스키 휴가. 클럽메드 스키패스에
는 전문 G.O가 직접 지도하는 수준별 스키 &
보드 강습과 전 일정 리프트 및 곤돌라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

눈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키뿐이 아니다!
클럽메드 홋카이도 토마무에서 다이나믹 스노
액티비티를 만끽해보자. 스노 트래킹, 눈썰매,
스노모빌*, 스노 바나나보트*, 스노 래프팅*

만 4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스키 및 보드 스쿨, 오직 어린이 스키어를 위한 스노 가든
뿐만 아니라 연령별 키즈클럽까지 가히 어린이 스키 천국이라 불릴 만하다.
또 하나의 어드벤처, 스노 액티비티 눈썰매, 스노 트래킹 등 평소 쉽게 즐길 수 없었던
액티비티가 가득한 이곳은 홋카이도 토마무이다.

클럽메드
홋카이도 사호로
Sahoro Hokkaido
외부관광 프로그램으로 30분 거리의
홋카이도 사호로를 방문해보자!
최고의 설질, 파우더 스노에서 진정한
스키의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리조트
외부관광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orldwide
mountain holiday leader

“전 세계 아름다운 설원에 위치한 26개의 스노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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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스키 휴가
왕복 항공권 및 공항 -클럽메드 간 교통편
안락한 객실
고품격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곤돌라, 리프트권 및 스키&보드 강습이 포함된 스키패스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clubmed.co.kr | 02. 3452. 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