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㣐➂侧ח㼎䘔〳腉��������剢ך剢刑傈牜傈ך㜥さꤐֻ˟ⵃ欽傈ך�䎃חדת銲㉏さׇ湡㸜剑⡚���♰ⰼⰅ㜥俱����ⰼYⰅ㜥➂侧ⴓ˟ⵃ欽ⰻ㺁״ח殯זծ銲㉏さׇ

➂խ侧
勴խ⟝
俱խꆃ

��♰ⰼ։ⵃ欽傈ךַ剢חדת銲㉏さׇ俱խꆃ
勴խ⟝

Ӫ�蔃抟ך怴⳿

倜⼪娕瑞庥װ劦䌽䋐⚥䗰鿇ַ鮦ד��ⴓך⤑ⵃחّٝء٦؛ٗז⡘縧ׅכز٦بٔخإٔծ㣐荈搫ח㔲ת筮鞢ַز٦بٔזկ匌❨ؤ؍ر
䲧ֲկָֿّٝءؙٓز،ך♳⟄ծ��珏겲חس٦ٓٝتٝٙז䎢㣐ךट♰��侯ׅ⼏חس٦ٓٝص 顡ח麇㕦㖑ָծ.*$&ぢֽך䏝⻌嵲麣剑㣐秷ך
ⴖٝٓف䲿⣘ׅկٙ ٝ؍رٕؽي٦ث֮ך如痥㹋籐،؍ر؎،ך罏⪵⚺כ倯׃嚂ךس٦ٓٝتٝ ז瘝ծ圫ղ؍ذؽ؍ذؙ،٦ٍث؎طװؚ
ⵃ欽〳腉կيؚٓٗف
⻌嵲麣ךせ䂼չ繘骡㿊պ♧劄ֹד㿊갥כדأٓذوٓظػךծ꧅㣐ז兝葿胜兝ٝ؍ذ٦ى،ؒٝف٦ؔח կֹד⪵ךؚ

신치토세 공항과 삿포로시 중심부에서 자동차로 90분 거리의 편리한 장소에 
위치한 루스쓰 리조트는 광활한 자연에 둘러싸인 녹음이 우거진 리조트. 도쿄 
디즈니랜드에 필적하는 510,000㎡의 광대한 원더랜드에 60종류 이상의 
어트랙션이 갖추어져 있다. 이번에 홋카이도 최대규모 유원지가 MICE용으로 
대절 플랜을 제공한다. 원더랜드를 즐기는 방법은 주최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천차만별! 실적이 있는 팀빌딩, 네이처 액티비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
홋카이도의 명산 ‘요테이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정의 파노라마 
테라스에서는 웅대한 경치를 배경으로 야외 미팅도 개최할 수 있다.

⻌嵲麣ך㣐荈搫ח㔲س٦ٓٝتٝٙת杝⽑
홋카이도의 광활한 자연에 둘러싸인 원더 랜드를 독차지

INFORMATION

많은 인원 수에도 대응 가능
5, 6, 9, 10월의 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제외)
※이용일의 1년 전까지 문의 필요
최소 5,000,000엔+입장료 5,100엔x입장 인원 수
※이용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 필요

핆풞
혾멂
푢믖

Ӫ�쭖봑�펾�
ATTRACTION 

800,000엔~
이용일의 2개월 전까지 문의 필요

푢믖
혾멂

COLUMN
루스쓰 리조트에서는 골프 72홀, 헬리콥터 유람, 빛의 
미로, 캠핑, 목양견 체험, 눈싸움 등 다양한 액티비티 
메뉴도 제공 가능.

٦麇ةفٔق٦ٕծم��ؿٕ؞ծכדز٦بٔخإٔ
鋮ծ⯔ך鶳騟ծؗ ז⡤꿀ծꨒさ䨌ؚحسف٦ءծفٍٝ
䲿⣘〳腉կ٦ُصً؍ذؽ؍ذؙ،זծ圫ղו

麇㕦㖑ز٦بٔخإٔ
루스쓰 리조트 유원지

NEW

https://rusuts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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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嵲麣䬪⢪ָ䒉ג歋筰֮峔鸡ٕذم
홋카이도 개척사가 건립한 유서 깊은 서양식 호텔

،ًٔؕ괏圫䒭㛇锃׃ה加鸡ꥡ㖑♴ꥡ䒉דגծ姻⚥㣛
鿇ך啥귅ծ䊩〸ך缻鿇ך灶괏귅כח䬪⢪ך䒉暟הֿ֮ד
ה遤㖈䨽ךꥷךկ僇屚㣓涽遤䎊ְג׃爙ׅ✿环僤ָ֮
䒉歋筰ׁ֮㉔ծ㣐姻㣓涽ծ僻ㄤ㣓涽ָ遤㨣הֿז
暟֮דկ✿环僤ך饔ְ僤٦ָؙوⵟת侧㼰ְז㕂䭷㹀ꅾ
銲俑⻉頿֮דծך䒉暟ⰻכ٦؍ذ٦ػךד暴ⴽז瑞ך怴⳿
ָ〳腉֮דկ

미국 양식을 기조로 한 목조 2층 지하 1층 건물로 정면 중앙부의 
용마루 장식, 좌우 익부의 박공 장식에는 개척사의 건물을 나타내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다. 특히 메이지 천황 행차 시의 행재소로 이용된 
것을 비롯하여 다이쇼 천황,  쇼와 천황이 행계한 유서 깊은 
건물이기도 하다. 붉은 별 마크가 새겨진 몇 안 되는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이며, 이 건물 내에서 개최되는 파티는 특별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鞢䎂긫
호헤이칸

www.s-hoheikan.jp

籕螟遳չֹׅׅךպח鵚ֻծ䋐ⰻ⚥䗰鿇ָז֮חծ荈搫鞢ַזⰕ
㕦כ䋐孖ך䤰ְך㜥ְגזהկ㕦ⰻכחծ鞢䎂긫ׄכծ劦䌽
ׅ⻉㢌חծ㔊㷌䫓ղָ֮וזծ傈劤䏬㕦"3"5*,٦ٕمز٦؟ٝ
կ֮ד㜥䨽ך孡➂חծ錁⯔㹏כ兝錁ז괏⯔僇㰁

번화가 ‘스스키노’와 가까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풍요로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공원은 시민의 쉼터이다. 원내에는 호헤이칸을 비롯하여 
삿포로 콘서트홀 ‘키타라’, 일본정원 등이 있으며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경관은 관광객에게도 인기있는 장소이다.

나카지마 공원

⚥䃊Ⱅ㕦

COLUMN

ⵃ欽ךג׃ה٦⠓㜥؍ذ٦ػ
秈��せ滠䌎չ䎢պⵃ欽ծ궪暟٥俱椚ؚٝٔة٦؛כ顡㹓俱ꆃ�㢸�����։�����儗䔲�����ⰼ抟孡⿑犜կ瑞锃٥军䨺㸣⪒կ璞ך♶〳կ

파티 회장으로 이용

INFORMATION

약80명(착석)
히로마(홀)를 이용, 음료·요리는 출장연회
대절 요금 야간(17:00~22:00) 1시간당 3,300엔
화기 엄금. 공기조절·난방장치 완비. 창문 개폐 불가.

핆풞쿦
혾멂
푢믖

훊픦칺խ

➂խ侧
勴խ⟝
俱խꆃ
岣䠐✲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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㕦ⰻכחծꅿ㢩繟遭긫ַקךծ劦䌽蔓遭ך啾繟遭
긫ծؙ ꟼחز٦،זծ圫ղוז䊨䨺ծ䊨蔓긫زؿٓ
կְג׃倵鏣ָ挿㖈ׅ

야외 미술관 외 예술의 숲 미술관, 수공예 공방, 
공예관 등, 다양한 예술에 관한 시설이 점재하고 있다.

COLUMN

劦䌽ךز٦،ך⾱⸂կչ䕝ⵟ֮ך䏬㕦պ㔊㷌䫓ղך㢌⻉鋅ׇꅿ㢩繟遭긫
삿포로 예술의 원동력.
‘조각이 있는 정원’-사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야외 미술관

㕂ⰻ㢩ׄכٍٝءآ٦ُىفحزךծ㖑⯋ך㹋⸂،ُثو،װسٝغ⸇ׅ鿪䋐㘗زأؑؿؤٍآկչ劦䌽ָךؤٍآ遳זחպחزفإٝծ蔓遭ך啾װⷚ㜥וזծ圫ղז⠓㜥ד�䎃鸐ؤٍآג׃갟ַׇկ

ⵃ欽ךג׃ה٦⠓㜥؍ذ٦ػ
���։���➂玎䏝���ट،٦ٕمز٦խ،ٔش٦ⵃ欽�˟銲㉏さ俱椚ؚٝٔة٦؛כծ䭯鴥俱椚䲿⣘ך㜥さכ䎮ך균欰ָ䗳銲կ⠓խ㜥խ俱խ儎㢸顡ⴖ�����ⰼ։꽎�鮦�俱�ꆃխ㣐㘗鮦����ⰼխ兛鸐鮦���ⰼխꅿ㢩繟遭긫խ㣐➂�➂���ⰼ㔚⡤���ⰼ

파티 회장으로 이용 

Ӫ�4"11030�$*5:�+";;

կ⯔ֻ׃⮚ָٕسٍٝؗח㕦ⰻזח农溪הזח怴⳿կ㢸ꨜ㔲孡זծ䎐䟝涸ג׃鏣縧ٕسٍٝؗأ؎،חث٦ٗف،ךפ٦⠓㜥؍ذ٦ػ
Ӫ�ؔٔسٍٝؗأ؎،ٕشآ ٕⱴ㷌

Ӫ� SAPPORO CITY JAZZ
국내외의 일류 뮤지션을 비롯하여 현지의 실력파 밴드나 아마추어도 참여하는 도시형 
재즈 페스트. ‘삿포로가 재즈의 거리가 된다’ 를 콘셉트로 예술의 숲과 극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연중 재즈가 울펴퍼진다.

Ӫ�오리지널 얼음양초(동계)
파티 회장으로 가는 길에 얼음양초를 배치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 밤이 되면 
어두워진 원내에 촛불이 따사롭게 빛난다.

劦䌽蔓遭ך啾
삿포로 예술의 숲

http://artpark.or.jp

INFORMATION ATTRACTION 

100~200명 정도(645m2)
아트 홀  아레나를 이용. ※문의 요망
요리는 출장연회, 가져 온 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바닥 양생 필요.
회장료 주야간 대절 27,800엔~
주차요금  대형차 1,200엔  승용차 500엔
야외 미술관  어른 1인당 700엔(단체 630엔)

핆풞쿦
혾멂
푢믖

➂խ侧
勴խ⟝
俱խꆃ

劦䌽䋐龞㢩ח⡘縧ׅ䎢㣐ז蔓遭俑⻉倵鏣կך٦ٕةؙق���侲
㖑חծ��⡲㹺��挿ך䕝ⵟָ㾜爙ְׁגꅿ㢩繟遭긫כחծ䙼
侲㖑ז筮鞢ַכ㢳ְկ㢙䕝ⵟזֻ乆ⱖ溪ח筰♧׆
ךꨒג㾶ְպֹׄչַך傈劤⠗窟כծⱴָז׃侔瘻ןך
ךוז٦ٕمز٦،כחկ侲㖑ⰻ׃Ꙣ颣ָ嚂ך䕝ⵟ⡲ㅷד⚥
倵鏣֮ծך٦؍ذ٦ػ㹋倵〳腉֮דկ

삿포로시 교외에 위치한 광대한 예술문화 시설. 7.5ha의 부지에 64
인 작가의 74개 조각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 미술관에는 꼭 함께 
사진을 찍고 싶은 조각상들도 많다. 여름에는 녹색 자연이 가득한 
부지를 한가로이 산책하고, 겨울에는 일본 전통 ‘설피’를 신고 눈 
속에서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부지 내에는 아트 홀 등의 
시설도 있으며 파티 개최도 가능.

TEAM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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㣐⦋㿊فٍٝآ畸䪮㜥
오쿠라야마 점프경기장

http://okura.sapporo-dc.co.jp

ٍٝء괏ָォֻ窫兝ךؙحؾٝٔؔ ׃䠃ך嵲麣⻌ך♳ծ噰דؑخ
올림픽의 바람이 부는 절경의 샨체에서 최상의 홋카이도 맛을 즐긴다

삿포로 동계 올림픽의 무대 오쿠라야마. 리프트를 타고 표고 307m의 샨체 
정상으로 올라가 스키 점퍼의 시선으로 삿포로의 도시 속으로 뛰어드는 절경의 
파노라마를 체험해 보자. 2020년에는 홋카이도의 최상의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레스토랑이 장내에 오픈! 미각과 시각의 새로운 문을 열고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홋카이도 프렌치를 만끽해 보십시오. 경기나 연습이 없는 날에는 경기장 
전체를 대절하여 ‘일본 신3대 야경’으로 선정된 삿포로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기억에 남을 유일무이한 파티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䎃ך劦䌽ⱴ㷌ؔٔٝ٦ءٖؖךؙحؾ⠗ִ⽆暟긫׃ה
կؔٝف٦ٕؔ،٦ُصٔחծ����䎃ג 䠬װ鬨䠬ךؙحؾٝٔ
ִָ㣐鶕⸂٦ة،ءوٓظػךծ宔ꨒחⵟת侧ղך
暟铂ծ劦䌽ך遳攦ׇֻׁ鼅䩛ך⧾噟ָ㾜爙ְׁגկ
鼅䩛ך鋔挿ؙحؾٝٔؔד畸䪮⡤䠬ֹד�珏겲٦ُٖىءך
կֹדꡙְָ⡤䠬ךز٦ٔأ،ٗفծכד٦ة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전하는 박물관으로 2017년에 
리뉴얼 오픈. 올림픽의 약동감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박력 넘치는 
파노라마 시어터, 빙설에 새겨진 수많은 이야기, 삿포로의 거리를 
뜨겁게 달군 선수들의 위업이 전시되어 있다. 선수의 시점에서 
올림픽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6종류의 시뮬레이터에서는 프로 
선수의 격렬한 시합을 체감할 수 있다.

삿포로 올림픽 뮤지엄 劦䌽ؔٔٝي،آ٦ُىؙحؾ

㹋屣،أٝؐش،״ח٦؟ٝؐش⚥竰Ⰵծ劤殢ׁفٍٝإٓشآٔؔךָז㣐⠓ָآٖٝ،ך〳腉կ
ⵃ欽ךג׃ה٦⠓㜥؍ذ٦ػ

파티 회장으로 이용

※レセプション会場としての利用については、
　札幌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Ӫ�컪젆�헞�펂앧켦
실황 아나운서의 방송 중계를 넣은 실전과 같은 오리지널 점프 대회로 연출 가능.

INFORMATION ATTRACTION 

레스토랑 약 60명(착석) ※사회적 거리두기에 배려할 경우 45명.  
VIP룸 있음
점프 경기장 대절은 1년~3개월 전까지, 레스토랑 대절은 3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회장료 문의 요망
100명정도 수용 가능한 이벤트홀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에 배려할 경우 약50명

秈��♰ⰼ��	鑫稢銲㉏さ
խ�剢։ �剢♴傐㹋倵傈銲㉏さծٔ 㔚⡤俱ꆃ��➂⟃♳�➂���ⰼزؿ

약 45만엔 (상세한 내용은 문의 요망)
7월~9월 하순
실시일 문의 요망, 리프트 단체 요금(15명 이상) 1인당 800엔
리셉션 회장으로서의 이용에 관해서는 삿포로 컨벤션 뷰로에 
문의해 주십시오.

핆풞쿦
혾멂
푢믖
믾�

俱խꆃ
㹋倵〳腉儗劍
⟞勴ך➭ך

푢믖
킲킪많쁳킪믾
믾�혾멂

Ӫّٝءؙٓز،فٍٝآ٦و؟�

COLUMN

劦䌽ⱴ㷌ؔٔٝךؙحؾ莸〴ծ㣐⦋㿊կٔ ծפ갥ךؑخٍٝءך.���垥넝ג⛦חزؿ
կֲ״׃⡤꿀وٓظػ窫兝ְֻד鴥ן굲ח⚥ך遳ך劦䌽ד湡简ך٦ػٍٝآ٦ؗأ
����䎃כחծ⻌嵲麣ך噰♳굸勞חס⢪ָٝٓزأٖ㜥ⰻف٦ؔח ٝ鋙
ֻծֿ䩔ְ׃倜ך鋔鋙ה ٖٝؿ嵲麣⻌ְזַ׃חֿ 箺统װկ畸䪮ְׁ㜔腉ֻ׀ث
㢸兝ֻ摕ך劦䌽ל鼅חծչ傈劤倜♲㣐㢸兝պג顡ⴖ畸䪮㜥Ⰻ⡤כ傈ךؿָؔ
胜兝חծ鎸䥉ח婍㈓♧搀✳؍ذ٦ػך⪵ָׅהֿ〳腉կ

ծٖדת�䎃։�ٟ剢כ顡ⴖך畸䪮㜥فٍٝآ֮ي1ٕ٦*7➂��כ㜥さꂁ䣁ׅחأٝةأ؍رٍٕء٦ا˟秈��➂滠䌎ٝٓزأٖ 秈��せכ㜥さꂁ䣁ׅחأٝةأ؍رٍٕء٦ا˟֮٦ٕمزٝك؎ז銲歍鴥⠓㜥俱銲㉏さ���せ玎䏝　㺁〳腉חדת剢ַ�כ顡ⴖٝٓزأ

➂խ侧

勴խ⟝
俱խꆃ
➭�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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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嵲麣ְ׃兝錁㜔腉ֹד暴ⴽז瑞
홋카이도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ⵃ欽ךג׃ה٦⠓㜥؍ذ٦ػ
���➂滠䌎։���➂玎䏝甧굸٦ٕم٦ٖ؋ؿٝ؋ؿⵃ欽ծ俱椚ؚٝٔة٦؛כ��剢։�剢ծ宏٥加刑חⵃ欽〳腉�˟鑫稢כ倵鏣ח銲然钠倵鏣ח然钠ꨵ孡ծ撑僇ծ僥⫷ծ갈갟ծ瑞锃鏣⪒ך⢪欽俱ծ植
朐䗁䌓ծ幠䰾俱וז遤佟٥ꬊ㌀ⵃ㔚⡤ָ⚺⪵ׅزٝك؎ך٦؍ذ٦ػ〳腉F�H��㕂ꥷ⠓陽ّٝءفإٖך

파티 회장으로 이용 Ӫ�삖픦�폏
Ӫ�샎�큲�읾픒�칺푷�폲읺힎뻞�몋잖�엖핂큲

劦䌽畸꼛㜥+3"
삿포로 경마장 JRA

www.jra.go.jp/facilities/race/sapporo

INFORMATION ATTRACTION 

150명(착석)~200명 정도(입식)
팡파르 홀을 이용, 요리는 출장연회
10월~4월, 수, 목요일에 이용 가능 ※상세한 내용은 시설에 확인 요망
시설에 확인(전기, 조명, 영상, 음향, 공기조절 설비의 사용료, 
원상 복귀, 청소비 등)
행정·비영리단체가 주최하는 이벤트/파티만 가능
예)국제회의의 리셉션

※상담 요망
핆풞쿦
혾멂
푢믖
훊픦칺

➂խ侧
勴խ⟝
俱խꆃ
岣䠐✲갪

Ӫ״ח٦صه�姝鵒
※要相談

Ӫ�㣐㘗ّٝآؽ⢪ٕشآٔؔךג畸꼛ٖأ٦

�����टך䎢㣐ז㕦ⰻכדծ畸꼛ך⚥ٝؤ٦ء錁䨌ַקךծ䎃
鸐ׄגծ㖑㚖⡝孖ぢֽزٝك؎ך㢳ֻ⪵ׁ㖑㚖㺘滠
㘗ך倵鏣֮דկ㕂ⰻד⢽ך㼰ְז畸꼛㜥ⵃ欽٦ػ׃
կזה䟝ְ⳿帾ְ⡤꿀גהחծ⸇罏כ٦؍ذ

41,927㎡의 광대한 원내에서는 경마철의 관전뿐만 아니라 연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지역 밀착형 시설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사례가 적은 경마장을 활용한 파티는 참가자에게 뜻 
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䎃㢙׃ٝف٦ٕؔ،٦ُصٔח劦䌽畸꼛㜥כծ
䋐ⰻ⚥䗰鿇הֿ֮ד䘌וקֲת׃גծ䎢㣐ז筮
կ֮ؒד瑞ת㔲ח ⯔ծה䫙ֽأٝٓزٝ
س٦ؿծꦄ䱸ׅװ٦ٕպم٦ٖ؋ؿٝ؋ؿչס֮
♳կꥡ㜥ָ֮أ٦ִٖ⪑ّٝآؽծ㣐㘗ز٦
ծ���.竲ה♳ח չֻأٓذְպַ הծ豄䀵㿊
劦䌽ך遳⚛ָ劄תծ暴ח㢧凃ך⻌嵲麣ך暜姏
涸兝錁כ湡鋅䓸וק繟ְ׃կ

2014년 여름에 리뉴얼 오픈한 삿포로 경마장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다는 것을 잊어 버릴 정도로 광대한 
녹색 자연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엔트런스를 지나면 
빛으로 가득한 ‘팡파르 홀’과 인접한 푸드코트, 대형 
스크린을 갖춘 경주장이 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120m나 계속되는 ‘모이와 테라스’에서 모이와산과 
삿포로의 거리 경관을 바라볼 수 있으며 특히 해가 질 
무렵의 홋카이도의 목가적인 경관은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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僇屚ַ僻ㄤⴱ劍גַֽח麣ⰻぐ㖑ח䒉眠ׁ娖〷涸ח顜ꅾ
⽆ꅿ㢩׃獳眠䗁⯋ծⱄ植פ㕼㖑ך٦ٕةؙق����䒉鸡暟ז
暟긫կ䔲儗ך➂ղך 㕂ⰻכկ㢙㷌ֹד⡤꿀ד䠬✿⻉俑װ׃ֻ
㈓♧ך劤呓涸꼛鮦ꉟ麣ծⱴ㷌כ꼛ָ饥կ

메이지시대에서 쇼와시대 초기에 걸쳐 홋카이도 각지에 건축된 
역사적으로 귀중한 건축물을 54.2ha의 토지로 이축하여 복원·재현한 
야외 박물관.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여름에는 일본에서 유일한 본격적인 마차 철도, 겨울에는 말 
썰매가 질주한다.

僇屚։僻ㄤⴱ劍فحٔأي؎ةח
메이지시대~쇼와시대 초기로 시간 여행

홋카이도 개척촌
www.kaitaku.or.jp⻌嵲麣䬪ך募

ⵃ欽ךג׃ה٦⠓㜥؍ذ٦ػ
��։���➂⢪欽儗䌒ծ㜥䨽כגְאח銲㉏さ⠓㜥俱銲㉏さ

파티 회장으로 이용

INFORMATION

➂խ侧
勴խ⟝
俱խꆃ

��_���졓칺푷�킪맒샎�핳콚쁢�줆픦�푢잫핳욚�줆픦�푢잫
핆풞�쿦
혾멂
푢믖

Ӫ�먾읺뫃펾핞많��쁢�폏�켆엖졶삖
     ※별도 요금 있음, 대응 가능일은 문의 요망

ATTRACTION 

Ӫ�㣐麣蔓➂״ח姝鵒٦صٌٖإ
※別途料金有り、対応日については要問合

ꦄ䱸ؒٔ،כחծ����䎃�剢ח긫׃ծ⻌嵲麣ך荈搫٥娖〷٥俑
剣װ〷娖ךض؎،կ筨さ⽆暟긫ָ֮ך嵲麣甧⻌ׅ➜稱⻉
䕎٥搀䕎ך俑⻉חꟼׅ㼔涸灇瑔穈籼כ⚅歲涸ח顜ꅾ֮ד
آ،ծչ⻌匌כדկ筨さ㾜爙ְג׃♷㺔ח䮶莆ך⻉俑ض؎،ծ
⻌ծחزفإٝպַַךה➂ה嵲麣պծչ荈搫⻌ךַזך،
嵲麣ך荈搫٥娖〷٥俑⻉ծדو٦ذךא�稱➜ְׁגկ

인접 지역에는 2015년 4월에 개관한 홋카이도의 자연·역사·문화를 
소개하는 홋카이도립 종합 박물관이 있다. 아이누족의 역사와 유형·
무형의 문화에 관한 전문적 연구 조직은 세계적으로도 귀중하여 
아이누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 전시에서는 ‘동북 아시아 
속의 홋카이도’,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컨셉트로 홋카이도의 자연·
역사·문화를 5가지 테마로 소개하고 있다.

홋카이도 박물관 ⻌嵲麣⽆暟긫
COLUMN

TEAM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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麣ⰻ㈓♧ך㕂㌀Ⱅ㕦կ湡㤽ֲךוק㣐荈搫
홋카이도에서 유일한 국영공원. 눈을 의심할 정도의 광대한 자연

պָןծչ蔃պչ啾պչ麇כד侲㖑ⰻך٦ٕةؙق��� 㜔腉ֹדկ䎢㣐ז侲
㖑⢪ꅿ㢩㣐㘗؎ָزٝك⪵〳腉֮דկ葿ךוה蔃歹ծא�
כ㜥䨽կⱴ㷌ך呓㥨ח乆䕦ך꧊さⱖ溪ךדծ㣐➂侧כ啾ז忒ծ䎢㣐ך
չ忒ꅿس٦ٙ٦ٕظأպהせ㢌ִׅٝف٦ؔגկ��剢♴傐ַⲵ㨣
կְז鋅鷕ׇ忒ךخكٔء،

400ha의 부지 내에는 ‘꽃’, ‘숲’, ‘놀이’가 가득. 광대한 대지를 활용한 야외 
대형 이벤트를 개최 가능. 다채로운 꽃밭, 3개의 폭포, 산책에 안성맞춤인 
숲은 단체 집합사진 촬영에도 최적인 장소. 겨울철은 ‘다키노 스노월드’로 
명칭을 바꾸어 영업한다. 12월 하순부터 얼어붙기 시작하는 아시리베쓰 
폭포도 빼놓을 수 없다.

ⵃ欽ךג׃ה٦⠓㜥؍ذ٦ػ
���➂玎䏝匌〡⠅䤰䨽ⵃ欽ծ俱椚ؚٝٔة٦؛כ✲ח銲㉏さ٥銲锃侭⠓㜥俱銲㉏さ

파티 회장으로 이용

INFORMATION

➂խ侧
勴խ⟝
俱խꆃ

100명 정도
동쪽 출입구 휴게소를 이용, 요리는 출장연회.
사전에 문의 요망·조정 필요.
회장료 문의 요망.

핆풞�쿦
혾멂
푢믖

侲㖑ⰻفٍٝؗכח㜥秈���➂װ㿊㼭㾊
괏䒉暟��啥ٍؗؽ ٥ٝ㻅郌ةأ؎ٕ֮
顡ⴖךس٦ٕ؍ؿ鿇♧ך⚥ךկ侲㖑
〳腉կהֿ㹋倵ׅ瘝زٝك؎ծ

부지 내에는 캠핑장(약300명)과 산장풍 건물(25동/오두막 ·침낭 
스타일)도 있다.
부지 내의 일부 필드만을 대절하여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
※점유 대절을 위한 사전 신청이 필요(몇주 전에 신청 요망).
※폐장 기간: 11월 11일~12월 22일, 4월 1일~4월 19일

※占有貸切のための事前申込が必要（数週間前に要申込み）。
※閉園期間：11月11日～12月22日、4月1日～ 4月19日

COLUMN

忒ꅿׅ׆⚉꤮Ⱅ㕦
다키노 스즈란 구릉공원

www.takinopark.com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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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䖓⼱ַ��⚅秀ⴱ걧דأؘٔ؎גַֽחⵖ⡲ׁծ㹋ꥷأؘٔ؎ח
⯔ז⿑虯ֻ׃կ繟ְג㾜爙ָׁأؚٓسٝذأְג귅璞ך侄⠓ך
ծ傊♲❁ꋒכկ긫䖓䠬ׄחֲ״ת姺ָ崧ך儗דתծכד瑞ך
遤㼭埥佄䏄ג׃ה٦ش٦يٕؕؑؐך٦؍ذ٦ػךדⵃ欽〳腉֮דկ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두에 걸쳐 영국에서 제작되어 실제로 영국 교회의 
창문을 장식했던 스테인드 글라스가 전시되어 있다. 아름답고 장엄한 빛의 
공간에서는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폐관 후에는 구 
미쓰이 은행 오타루 지점에서 개최되는 파티의 웰컴 코너로 이용 가능.

스테인드 글라스 미술관(구 다카하시 창고)

繟遭긫傊넝堀⦋䏧أؚٓسٝذأ

COLUMN

ⵃ欽ךג׃ה٦⠓㜥؍ذ٦ػ
���։���➂滠䌎ծ���➂甧굸傊♲❁ꋒ遤㼭埥佄䏄ⵃ欽ծ俱椚ؚٝٔة٦؛כ⠅긫傈٥긫䖓ךⵃ欽
�։��剢������긫ծ��։�剢������긫　��։�剢�宏刑傈⠅긫�˟銲㉏さ⠓㜥俱銲㉏さ

파티 회장으로 이용 Ӫ�팒읺풎킫�묺혾픦��핳펞��칺쁢�խ�핂솒픦�칺몒헖뫊�잚몋픒��잖옪�խ�옪헫켦�잲

Ӫ������뼒��풢쭎��앟큲�큲�슪믎앦큲�խ팒읂뿒쫂�믎앦큲�헒킪�흫컲

Ӫ��캍옪�핺흖�팾찒켢큲픦�խ젲쩒많�펾훊쁢�핺흖�않핂쯚

오타루 예술촌  구 미쓰이 은행 오타루 지점
㼭埥蔓遭募�傊♲❁ꋒ遤㼭埥佄䏄 www.nitorihd.co.jp/otaru-art-base/

INFORMATION ATTRACTION 

➂խ侧
勴խ⟝

俱խꆃ

100~140명(착석), 200명(입식)
구 미쓰이 은행 오타루 지점을 이용,  요리는 출장연회
휴관일, 폐관 후의 이용
(5월~10월 17:00 폐관, 11월~4월 16:00 폐관)
11월~4월 수요일 휴관  ※문의 요망
회장료 문의 요망.

핆풞�쿦
혾멂

푢믖

蔓遭瑞ת䒉暟ָ꧊䗰㖑չ㼭埥պկ䔲儗䒉鏣ׁ⚥ך穗幥ך嵲麣⻌ךגאַ
과거의 홋카이도 경제의 중심지 ‘오타루’. 당시 건설된 건물이 모여있는 예술 공간

穗幥ך籕司韋䗙ׅչ傊♲❁ꋒ遤㼭埥佄䏄պկꅾ⾨ז瀖琎طٕך
繟ָ瀖芀鸡ך❁ծ㣓ּ㔐䐣ָכח㢩錁ծォֹ䫙ֽך圫䒭أٝ؟
׃籕司ך穗幥鿪䋐պך♧ծչ⻌傈劤ꥤדկ馯帾ְ瑞אⰻ錁ְ׃
կֹד㜔腉ָׁ׃繟ך䒉鸡暟ׇלך

경제 번영을 상징하는 ‘구 미쓰이 은행 오타루 지점’. 중후한 석조 
르네상스 양식의 외관, 아트리움식 구조를 회랑이 둘러싸고 석고 
양식의 천장이 아름다운 내관은 당시 최첨단 구조였던 건축. 
고풍스러운 공간에서 ‘북부 일본 제일의 경제도시’의 번영을 
떠오르게 하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Ӫ�ォֹ䫙ֽ㣓❁ח䫎㼗ׅ⻌嵲麣ך㔊㷌הխ♰螟ꖎؚٝؾحوّٝءؙؑآٗف׃חو٦ذ
Ӫ�劦䌽ـ؎ٓؤٍآ״ח٦غًٝךأٍءؽٝ،ؤٍآ
Ӫ�����䎃�剢أؚٓسٝذأךأٝٓؿ״ծ،٦ٞؓ٦ض٦ٕխؚٓךأ㾜爙㟓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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Ӫ�찒펂�쿒섢	�많짷�잳훊컪쩒

ATTRACTION 

埥��˰������ⰼ㔐�〴顡⳿〳腉✮秈ⵖխ
俱խꆃ
勴խ⟝

����˰������펢��샎�샎��많쁳	폖퍋헪

푢믖
�혾멂

Ӫ٦تّٕء،ؽ�ٕٓٝإس㘗٦غ٦؟،ؽ

䊨㜥湫鷏ך欰ד٦ٕؽ✜匈
공장에서 직송한 생맥주로 건배

⻌嵲麣䬪ך娖〷䠬ׄ䒉暟ָ⚛ע侲㖑ⰻךծ⦐䚍֮ס
⚅�剑넝կכٝؕأؘٝآה٦ٕؽג勻甧⳿ֲדٝٓزأٖךא�
秀ך儗ⵟ馯֮ך䒉暟չ٦ٕؽٗهح؟⽆暟긫պכծ٦ؽٗهح؟
ٕ㕦חꦄ䱸ׅծך٦ٕؽٗهح؟娖〷ָⴓַ傈劤㈓♧ך⽆暟긫
կ֮ד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건물이 늘어선 부지 내에는 개성 
넘치는 식당이 5곳 있는데 이곳에서 맛 보는 막 완성된 신선한 맥주와 
양고기 요리는 최고.  1세기의 역사를 가진 고풍스러운 건물 
"삿포로맥주 박물관"은 삿포로 맥주원과 인접하여 삿포로맥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일본에서 유일한 박물관이다.

ⵃ欽ךג׃ה٦⠓㜥؍ذ٦ػ
㼰➂侧ַծׁ הֿ鼘ֽכ⢪欽〳腉㣐갈ꆀؙ؎و�顡ⴖ〳腉�˟銲㉏さ➂侧����։���➂滠䌎俱ꆃ��剑⡚⥂鏾➿ꆃ���♰ⰼ鏣⪒�ך䌎أٓذךؚٕٔٝر㸣⪒剑㣐���➂滠䌎ؖ٦٦ٕمזתׂת

파티 회장으로 이용

INFORMATION

➂խ侧
➭ך

헏픎�핆풞�쿦솒�핂푷�많쁳�삲퍟�픒�퐒찒	�샎����졓��컫
많슮�믆잂픦��않큲컫�샎헖�많쁳�˟줆픦�푢잫핆풞�쿦���_���졓	�컫
푢믖��헎�쫂흫믖���잚펢컲찒�잖핂��칺푷�많쁳�	샎픚얗픎�캊맖�멑


핆풞�쿦
믾�

٦ٕ㕦ؽٗهح؟
삿포로맥주원

www.sapporo-bier-garten.jp

ٌٖؒ屜Ⱅ㕦�ٓٝ٥ؗ٥ٖ٦ٝ؋ؿ ٞ㣄鋅㼰䎃
모에레누마 공원  랑팡 퀴 레브(꿈꾸는 아이)

䎢㣐ז㣐㖑׃ٝ؎ؠرչ؎ךثؚظي؟⚅歲պחꂏֲ荚状המך儗
광대한 대지를 설계한 ‘이사무 노구치의 세계’에 도취되는 행복한 한때를

⚅歲涸䕝ⵟ㹺؎ָثؚظ٥ي؟鏣鎘׃չٌٖؒ屜Ⱅ㕦պכծ䐖唱暟
㙵甧㖑筮⻉׃ծ鸡䧭ׁ秈�����)"ך鿪䋐Ⱅ㕦֮דկ㕦ⰻ
سحىٓؾךأ֮ٓؖדٕنٝءךծָ倵鏣ָ֮ך��כח
ׁ⻉㢌ׁ׃繟ךחה׀ծ儗דسحىٓؾ㢌䕎ךծ넝ׁ��כ
ꂁחծ橆㞮頾蚚וז㼪ⰅׅչꨒⲆ䨺պחيذأءկⲆ䨺ְֻגׇ
䣁׃崞כ㕂ⰻ㢩ַ岣湡ְׁגկ

세계적인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가 설계한 ‘모에레누마 공원’은 
폐기물 매립지를 녹화하여 조성한 약188.8ha의 도시공원이다. 
원내에는 15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상징인 유리 피라미드는 높이 
32m의 변형 피라미드로 시간별로 그 아름다움을 변화시킨다. 냉방 
시스템에 ‘눈 냉방’을 도입하는 등, 환경 부하를 배려한 활동은 일본 
국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ⵃ欽ךג׃ה٦⠓㜥؍ذ٦ػ

파티 회장으로 이용

www.lenfant-qui-reve.com

INFORMATION

��➂滠䌎ծ��➂甧굸˟ؖٓسحىٓؾךأꥡأ٦لأ�����➂甧굸דתⱴ㷌⠅噟խ�顡ⴖך؍ذ٦ػ䘔湱锑�˟鑫稢כ銲㉏さ⻌嵲麣欵ծ暴ח劦䌽鵚龞ך歹װ鴋㜥ծ嵲ך굸勞⚥䗰חծ稆勞ך倜늫ׁ⯍ⴓח崞ַ׃劤呓涸أٝٓؿ俱椚䲿⣘ְג׃կ����䎃⻌嵲麣ُٝٓءى♧僤栻䖤׃ծ蕯ֹ⻟ָ臾䮶ֲ➂孡דٝٓزأٖךծ㕂鸬װ佟䏍禸㕂ꥷ⠓陽ךزح؛ٝغך㹋籐䭯אկ

➂խ侧
勴խ⟝
➭ך

��졓	�컫
���졓	핓킫
�˟퓮읺�않짆슪�����뫃맒������졓	핓킫
밚힎솧몒�펓��샎헖�펞�펺�캏샂�많쁳˟캏켆�뺂푷픎�줆픦�푢잫�핂솒칾��캍옪�믊묞픦�짻뫊�뽛핳�짢삲픦�킫핺욚읊�훟킺픊옪�콚핺픦�킮컮픒��쭒�캂읾�쫆멷헏핆�앟큲�푢읺읊�헪뫃몮�핖삲�����뼒��핂솒�짆퀞읾�많핂슪��큲�읊�슫�험픎�푢읺칺많�콪틶읊�짪쁢�핆믾�엖큲�앟픊옪�퓮펢�짝�헣쭎�뫎엶�묻헪픦픦�펾핳픊옪�핂푷쇪�킲헏솒�많힎몮�핖삲�

핆풞�쿦
혾멂
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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Ӫ�멚핂캲퐎�몮�	핊쫆�헒�팓믾
�슿�핊쫆�헒��펂앧켦핂խ헏삲�
ATTRACTION 

Ӫ�蔓罏װ楨ך怴㤈וזծㄤָّٝءؙٓز،ך剑黝կ

ٝر٦ؖيٕؒ
엘름 가든

����㗣⟃♳ך䎢㣐ז傈劤䏬㕦䭯אㄤך瑞
1,000평 이상의 광대한 일본정원을 가진 일본의 멋이 살아 있는 공간

넝秷俱竲ְדתծ����䎃僰׃噟ח����䎃כٝر٦ؖيٕؒ
佝䠬彡ך䓸أٓؖ劄㿊虯ָ魦կ傈劤䏬㕦يٕؒ❫
⠓㜥כדծ㔊㷌ך傈劤䏬㕦⢪怴⳿ח⸇ִծأٓذ⢪
ֹד㜔腉㔊㷌ךկ⻌嵲麣׃䠃ㄤ굸ךծ㷌眍׃זגֶ
瑞֮דկ

엘름 가든은 1946년에 개업하여 2005년 봄까지 영업한 고급 요정 
엘름 산장을 전신으로 한다. 일본정원이 바라보이는 대형 유리창이 
설비된 탁 트인 분위기의 회장에서는 사계절의 일본정원을 활용한 
연출과 테라스를 이용한 서비스, 제철 일식도 즐길 수 있다.  
홋카이도의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공간.

ⵃ欽ךג׃ה٦⠓㜥؍ذ٦ػ
���➂滠䌎�➂�����ⰼ玗أؽ٦؟٥俱��鴥��➂　㺁ך㼭㹴⠓㜥֮կֿך傐ך굸勞崞ַ׃ㄤ굸

파티 회장으로 이용

www.elm.cc

INFORMATION

➂խ侧
俱խꆃ
➭ך

���졓	�컫
�핆샇������펢	쭎많켆v컪찒큲푢믖�����
��졓�쿦푷�많쁳�콚�펾핳�핖픚��펒컮�헪��킫핺욚옪�잚슮�핊킫

핆풞�쿦
푢믖
믾�

劦䌽ְ㿊ٗ4-&8&+�&(�5؎ؑؐف٦
삿포로 모이와야마 로프웨이 THE JEWELS

劦䌽ד剑넝ְ㜥䨽ٝٓزأٖך
삿포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

䋐ⰻ⚥䗰鿇֮ח垥넝���ך豄䀵㿊כծ㕂ך㣓搫鎸䙀暟ח䭷㹀
㿊կז荈搫鞢ַ鋅ׇ邌䞔ך豄䀵⾱㨣卌ָ㔊㷌䫓ղְגׁ
⻌嵲麣ךכדז惵ⴖ瑞孡ד⚥ך滗㣐כوٓظػ窫兝
ծٗכדתկ㿊갥鐰ׁה ٦؛صى٦ׅؕ٦չה؎ؑؐف٦
կ֮涫㿊麣ךא�ծַק遤ֻד٦պٕؕـ

시내  중심부에  솟아있는  표고  5 3 1m의  모이와산은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모이와 원시림이 계절마다 각기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자연이 풍요로운 산. 홋카이도 특유의 맑은 공기 
속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치는 절경으로 평가된다. 
산정상은 로프웨이와 ‘모리스카(미니 케이블카)’로 갈 수 있으며 이 
밖에 5개의 등산로도 있다.

ⵃ欽ךג׃ה٦⠓㜥؍ذ٦ػ

파티 회장으로 이용

https://mt-moiwa.jp/

INFORMATION

秈��➂滠䌎ծ秈��➂甧굸顡ⴖ〳腉�※要問合ٗ٦ׅؕ٦٥؎ؑؐف٦��➂⟃♳ך㜥さծ㔚⡤俱ꆃ�➂����ⰼ

➂խ侧
勴խ⟝
➭ך

퍋��졓	�컫
�퍋��졓	핓킫
샎헖�많쁳	줆픦�푢잫
옪풶핂v졶읺큲�	��졓�핂캏핆�몋푾�삶��푢믖��핆샇�����펢


핆풞�쿦
혾멂
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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ذحُؼؙٕك�٦㜥ؗأְֽלשׁ
삿포로 반케이 스키장 베르크휘테

加ֻטך䠬ָׄז啾ד⚥ך麓ְ׃⮚ׅ׀儗
나무의 온기를 느끼면서 숲 속에서 보내는 평온한 시간

www.bankei.co.jp

ⵃ欽ךג׃ה٦⠓㜥؍ذ٦ػ
秈��➂滠䌎�։��剢ⵃ欽〳�˟銲㉏さחׁת鿪⠓ַזךأء،ؔךծ⻌嵲麣ך繟ְ׃굸勞⢪俱椚ִָկ

파티 회장으로 이용

INFORMATION

➂խ侧
勴խ⟝
➭ך

퍋��졓	�컫
�_��풢�핂푷�많쁳�˟줆픦�푢솒킺픦�폲팒킪큲�콛펞컪��핂솒픦�잩핖쁢�킫핺욚옪�잚슮�푢읺읊�흞밆�쿦�핖삲�

핆풞�쿦
혾멂
믾�

⡤꿀㘗ي٦؋ؿ�Ⱂ㿊卓埠㕦
체험형 팜  핫켄잔 과수원

䎢㣐ז荈搫##2ד⚥ך鴋㕦٦؍ذ٦ػ
광대한 자연 속에서 바비큐 농원 파티

劦䌽⚥䗰鿇ַ鮦ד��ⴓծⰒ㿊ך뜜֮ח)"ך卓埠㕦կ䱰
甧ךג㖑⯋搀鴋讒ꅿ蝲ף⢪##2嚂׃կ侲㖑כח
ꆤ㛑װ卓埠㕦֮ծ卓暟杘زؿؙٓװ⡤꿀ծؗ ؎؋ؿفٍٝ
կ֮ד〳腉ؤ؎وةأָؕيؚٓٗف⡤꿀זծ圫ղוז꼛⛦װ٦َ

삿포로 중심부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의 핫켄잔 산기슭에 위치한 7ha
의 과수원. 갓 따낸 신선한 현지 무농약 야채를 듬뿍 사용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부지에는 낚시터와 과수원도 있어 과일 따기와 수공예 
체험, 캠프 파이어와 승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조합 가능.

ⵃ欽ךג׃ה٦⠓㜥؍ذ٦ػ

파티 회장으로 이용

www.hakkenzan.jp

INFORMATION

㹓ⰻ��➂滠䌎ꅿ㢩���➂滠䌎�剢։��剢�˟ⱴ㷌㌀噟כ銲㉏さ
➂խ侧
勴խ⟝

킲뺂���졓	�컫
�퍊푆����졓	�컫
�풢_��풢�˟솧몒�폏펓픎�줆픦�푢잫
핆풞�쿦
혾멂

Ӫ�쭖봑�펾�
ATTRACTION 

��잚펢	쭎많켆�쪒솒
_˟짪칺�쿦펞�싾않�쪎솧빮틶펞�싾않�훟힎쇮�쿦솒�핖픚
푢믖
혾멂

��♰ⰼ玗ⴽ։�˟䩧־♳侧״ח㢌㣓⦪״חծ⚥姺ך㜥さ֮
俱խꆃ
勴խ⟝

Ӫ�蔃抟ך怴⳿

䋐ⰻ⚥䗰鿇ַ��ⴓח⡘縧ׅ٦ؗأְֽלשׁ㜥כծⱴכ
זծ鞢ַַק׃嚂ָ؍ذؽ؍ذؙ،ךוזـ٦ُث٦ظأ٦ծؗأ
荈搫嚂׃㢙כדⰋꞿ���Nؚٝؗحٖز٦ٔخװٝ؎ٓفحآך
؍ذؽ؍ذؙ،،سزؐ،ךծ鸐䎃㘗ֶג׃㹋⯍يؚٓٗفךוז
倵鏣֮דկ暴ח㢙٦ؗأדծךس٦ن٦ظأ箺统ָ٦و؟ֹד
պذحُؼؙٕץչ鋅床ׇرٖٝկְג꧊孡➂כرٖٝ
կ䠬ׄꨜ㔲孡ךכדז٦㜥ؗأכ٦؍ذ٦ػךד

시내 중심부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삿포로 반케이 스키장은 
겨울에는 스키, 스노튜브 등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풍요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름에는 길이 875m의 짚 라인과 트리 트레킹 
등의 프로그램도 충실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시설이다. 특히 여름에도 스키, 스노보드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서머 
겔렌데는 인기가 높다. 겔렌데가 바라보이는 ‘베르크휘테’에서 즐기는 
파티는 스키장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TEAM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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䖴嫃�㼭埥顜颐긫傊ꫬ㿊ⴽ龂׃ח
니신고텐  오타루 귀빈관(구 아오야마 별저)

䝏⛉חٝوٗך嵴ծ㼭埥ךⰩ꧇ז俱椚ח莑렼
유구한 낭만을 느끼며 오타루의 우아한 요리를 만끽

⻌嵲麣㾄䭷ך娖〷涸䒉鸡暟דծչ㕂涫ꐮ剣䕎俑⻉頿պ䭷㹀׃חך
ך㼰㥍ך��娕ה⥋㪬ך⯋怒㣐笨׃חծכ䖴嫃չ傊ꫬ㿊ⴽ龂պ
㣄ד䒉鸡ׁˑ⻌ך繟遭韜龂˒ְה䒉暟֮דկ㣐姻�
����䎃ַ�䎃⼱⡭ך娕剢ַֽ䒉גկ⢘鏣زأٖך
滗蔃ㅟֹ钖חծ㔊㷌䫓ղַקֹדծ傈劤嵲ָ♧劄כדٝٓ
ךוז俱椚׃חծד⚥ךꨜ㔲孡ך司螟׃הײծָז
굸✲嚂׃կ

홋카이도에서 손꼽히는 역사적 건축물로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니신고텐 ‘구 아오야마 별저’는 청어 어업 조합장의 권위와 17
세 소녀의 꿈으로 건축된 ‘북쪽의 미술 대저택’이라 불리는 건물이다. 
1917년부터 약6년 반의 시간을 들여 지은 별장이다. 병설된 
레스토랑에서는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계절별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넓은 공간과 번영을 누렸던 분위기 속에서 
청어 요리 등 식사를 즐길 수 있다.

ⵃ欽ךג׃ה٦⠓㜥؍ذ٦ػ
ㄤ㹓խ㣐䎢����➂Ⰻ긫խ秈���➂　㺁〳腉�����։�����ⱴ㷌דת�����כ�※夕食の利用は要相談秈����㗣秈����टך侲㖑ⰻ֮ח繟ְ׃䏬㕦כծ僰ך咉ח㨣תծ暔⚸ծ蒭讒ծ֮ ְָׁׄㅟֹ钖螟חַװ䏬䕙կ

www.otaru-kihinkan.jp

➂խ侧
㌀噟儗
➭ך

파티 회장으로 이용

INFORMATION

다다미방  대형 다다미방  120명
전관 약250명 수용 가능
11:00~17:00(동계는 16:00까지) ※저녁식사 이용은 상담 요망
약 1 , 5 00평(약 5 ,000㎡ )의  부지  내에  조영된 아름다운 
정원에는 봄의 벚꽃을 시작으로 모란, 작약,  수국이 잇달아 
피어나 정원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핆풞�쿦
폏펓킪맒
믾�

٦ؙػأ٦مٝؠ٦ظ
노던 호스 파크

꼛ִ֮סה荈搫鞢ַ٦ؙػو٦ذז
말과 어울릴 수 있는 자연이 풍부한 테마파크

倜⼪娕瑞庥ַ鮦ד秈��ⴓկ秈��♰टך侲㖑ⰻכח��珏겲秈
��걧ך꼛ָ凃ְג׃կ錁⯔ֹמ꼛װ錁⯔꼛鮦ծ״ח٦صه
���կ剑㣐׃嚂ְ֮סךהծ꼛וז귤➰ֽ⡤꿀װ٦ّء
➂ⵃ欽〳腉װٝٓزأ٦ُٖؗك٦غזծ⻌嵲麣굸勞ֿח
կֹדⵃ欽ג׃ה⠓㜥؍ذ٦ػծָ֮ٝٓزأٖٝر٦ؖ

신치토세 공항에서 자동차로 약15분. 약47만m2의 부지 내에는 12
종류 약80마리의 말이 살고 있다. 조련사가 끌어주는 말 타기와 마차 
관광, 포니 쇼와 먹이주기 체험 등 말과의 만남을 즐길 수 있다. 최대 
500명 이용 가능한 바비큐 레스토랑과 홋카이도 식재료를 사용하는 
가든 레스토랑이 있어 파티 회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ⵃ欽ךג׃ה٦⠓㜥؍ذ٦ػ

파티 회장으로 이용

www.northern-horsepark.jp

INFORMATION

ٓزأٖٝر٦ؖ ٝ���➂滠䌎ؚٔس٦َؙحغ ٕ���➂滠䌎ًٝأٝشذ劍����_����ؤ٦ؙٗכծ1(➭ך銲然钠ךד٦ش؍رⵃ欽כ銲㉏さ
➂խ侧
勴խ⟝
➭ך

가든 레스토랑 200명(착석)/백야드 그릴 500명(착석)
유지보수 기간(4/10~4/14)은 휴무, 기타 홈페이지 확인 요망
저녁식사 이용은 문의 요망

핆풞�쿦
혾멂
믾�

Ӫ�삖픦�폏�쿊
ATTRACTION 

�㔐�걧�����ⰼ玗鴥�˟秈��ⴓ玎䏝銲㉏さ
俱խꆃ
勴խ⟝

�	�잖읺
������펢	쭎많켆�
�˟퍋��쭒줆픦�푢잫
푢믖
혾멂

Ӫ٦ֶصه�⳿鵒ִ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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涫ⴽ⟻麦儗➿募
노보리베쓰 다테 지다이무라

♧娄驎鴥לծכֿ儗瑞馄ִ寐䨫儗➿
한 걸음 들어가면 그곳은 시공을 초월한 에도시대

寐䨫儗➿��։ ��⚅秀ך遳⚛ה׀תⱄ植׃儗➿募կ遳
麣ח鮯鸬י㉀㹺ח⹃㡪ז娀㹺㾊侲ծ֮ 끅ֻؙؕٓٔ弫鯹ה
ז莸ך蔃뇵ז螟뜧װّٝءؙ،䗼罏ך⸃ծ㣐鶕ִ⸇ח䗼罏㾊侲ך
ծח➭կְג׃⪵嫣傈٦ّء׃嚂ח➂ך㕂ךוծו
䩛酅䫎٥־ォֹ濶ָוז⡤꿀ֹד麇䪮㜥ծ儗➿邅鄲ةٖٝך
կ׃儗偆遤ָ嚂ךֹההמծָ֮וזٕ

에도시대(17~19세기)의 거리를 통째로 재현한 문화파크. 가도에 
처마를 맞대고 늘어선 상가와 웅장한 무사 저택, 깜짝 놀라게 하는 
트릭이 가득한 닌자 저택. 박력 넘치는 닌자의 액션과 화려한 기녀의 
춤 등 어느 나라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쇼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표창 던지기, 바람총 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유희장, 
에도시대 의상 대여 등이 있어 한때의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儎굸⠓㜥ךג׃הⵃ欽
���➂�⠓㜥����➂ה���➂滠䌎굸✲ךثٝٓכ㼎䘔�����։�����։�˟銲㉏さⰅ㜥俱ꆃ㔚⡤�➂����ⰼ⟰噟ך٦شغ䲓鯹וז〳腉���➂⟃♳ך㔚⡤㼎韋�˟銲㉏さ

점심식사 장소로 이용

www.edo-trip.jp

INFORMATION

➂խ侧
勴խ⟝
➭ך

���졓	�핳����졓����졓
	�컫
킫칺쁢�헞킺킫칺잚�샎픟	�����_������_
�˟줆픦�푢잫핓핳욚	삶���핆�����펢
믾펓�앦�슪�멚핺�슿솒�많쁳	���졓�핂캏픦�삶��샎캏�줆픦�푢잫


핆풞�쿦
혾멂
믾�

〳♶כ顡ⴖךד٦؍ذ٦ػ˟

※파티를 위한 대절은 불가



T
E

A
M

 B
U

IL
D

IN
G

A
C

T
IV

IT
Y

14

팀 뮤직 in 삿포로

INFORMATION

��։���➂玎䏝խ˟���➂⟃♳湱锑〳腉խ秈�儗鸐䎃��せ⟃♳�秈�����ⰼ�せծ��せ⟃♳�秈�����ⰼ�せծ��։���せ�秈����ⰼ�せ���せ⟃♳銲湱锑˟儗劍װ㹋倵㜥䨽ג״ח殯ז銲湱锑ؔآةأծךٕذم⠓㜥瘝ծ㣐ֹז갈ג׃⳿䊴׃佄ִأ٦لأְזⵃ欽˟ךٕذم⠓㜥ⵃ欽ׅ㜥さכծ䩛ꂁ٥⠓㜥顤ⴽ鷿�刼ַزأٔך�刼鼅䫛ג׃㹋倵薉铂ծ傈劤铂ծ⚥㕂铂ծ䎢匌铂ך刼֮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퍋���_���졓��˟���졓�핂캏솒�캏샂�많쁳퍋��킪맒펾훟��졓�핂캏�퍋������펢��핆���졓�핂캏�퍋������펢��핆���_���졓�퍋�����펢��핆���졓�핂캏�캏샂�푢잫˟킪믾�짝�킲킪�핳콚펞�싾않�삲읂믾�쌚줆펞�캏샂�푢잫큲싢폲���칺핳�슿���콚읺읊�뺂솒�줂짷�뫃맒픒�핂푷˟��칺핳픒�핂푷�몋푾펞쁢�훎찒v칺핳�찒푷�쪒솒�몯�읺큲펞컪��몯픒�컮�펺�킲킪	폏펂�핊펂�훟묻펂�뫟숳펂�몯�핖픚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կ鵤䮶כ㹋倵ծ剑䖓חず圫涪邌��ⴓ˟�刼湡ך䭷㼪٥箺统��ⴓ̔�刼湡ךⴓֽ̔�刼湡ز٦ػ��ⴓ̔أٝت؎ؖ

컲졓���쭒̔�빦뿒믾̔�몯ퟆ픦�힎솒v펾킃���쭒̔�몯ퟆ�짪���쭒˟�몯ퟆ솒�솧핊멚�킲킪�잖힎잗펞쁢�쇦솚팒�쫂쁢�킪맒픒�매쁢삲�

 RECOMMENDED PLAN

JO劦䌽NEWؙحآ٦ُىي٦ث
www.teammusic.com/sapporo-team-building

ؙٕٓىך٦ؙٙي٦ث
팀워크의 미라클

ⴱ♳ꤵկח劦䌽ָيؚٓٗفؚٝ؍رٕؽي٦ثך孡➂ד٦ٕهؖٝء
㢳侧ך「颣娖䭯א劤כדيؚٓٗفծ갈嚂穗꿀ד➂ְזךծךٗف
ծٗהך䭷㼪ך٦ة٦ذٔء؋ؿ կֹד怴㤈ָךָזׁسٝغؙح
⸇罏Ⰻ㆞ָ䕵ⶴⴓ䬐ծ٦ؙٙي٦ثծךزًٝزحىꅾ銲䚍⡤꿀
׃嚂麦䧭ׅآٍٖٝثז㣐ֹדي٦ثկ־♳⡲ծ�刼ָז׃
״׃弫㋪ׁ ֲ

싱가포르에서 인기있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삿포로에 첫 상륙.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본 프로그램에서는 음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전문 
진행자의 지도 하에 록 밴드를 방불케 하는 연주를 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이 역할 분담, 팀워크, 관계의 중요성을 체험하면서 1곡을 
만들어 낸다. 팀이 큰 과제에 도전하여 함께 성취하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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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조각상 만들기 도전
ꨒ⫷آٍٖٝثֻב

⚅歲♲㣐ꨒ牸ג׃ה剣せזչׁשꨒאתպկꨒ⫷כչ錁պ״չ鸡պָ 嚂ה
׃ ְⴱגꨒ鍗ד➂ծꨒח䢪鋵ד➂׃ծꨒבز٦،ך ؚٓٗف⡤꿀ֻ
הꨒג׃ח䩛ծ㼔麣Ⱗהך䭷㼪ך٦ةؙٓزأٝ؎䮋䨌կְ׃嚂ְ׃Ⰻֻ倜כي
呓ꡙز٦،׃⡲ㅷ⡲ֲ״־♳կ

세계 3대 눈축제로 유명한 ‘삿포로 눈축제’. 눈 조각상은 ‘감상’보다 ‘제작’이 더욱 
즐겁다! 눈을 처음 접해 보는 사람도, 눈에 익숙한 사람도, 눈의 예술작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롭고 즐거운 도전이 될 것이다. 강사의 지도 하에 전용 
도구를 손에 들고 눈과 씨름하며 예술작품을 창조하자.

INFORMATION

剑㣐��➂玎䏝խ˟ُؗ٦ ـ��➂������䎃ׁשꨒאת劍⚥�剢♳傐劢㹀խ˟銲㉏さׁשꨒ٦וא�את⠓㜥����䎃�剢劣חדת銲歍鴥㣓⦪٥琎ꨒ朐屣כג״ח㹋倵⚥姺ׅ〳腉䚍֮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샎���졓�헣솒�˟�쯚	�졂��졓��졂
����뼒�캍옪�뿖�헪�믾맒�훟	�풢�캏쿪
짆헣�˟줆픦�푢잫캍옪�뿖�헪�튾솒줂�핳����뼒��풢�잞밚힎�킮��푢빮틶�짝�헏컲�캏�펞�싾않컪쁢�칺많�훟힎쇮�많쁳컿핂�핖삲�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삿포로 눈축제 회장에서 하는 눈 조각상 만들기는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기획된 
체험이다.

Ӫ�삿포로 눈축제 쓰도무 회장

ב⫸ꨒךד⠓㜥אתꨒשׁ 歗⟰ךגⴱכחծ嵲㢩錁⯔㹏ぢֽכֻ
Ӫ�ׁשꨒ٦וא�את⠓㜥

INFORMATION

剑㣐��➂玎䏝խ˟ꨒ⫷�⡤�剢⚥傐։�剢♴傐✮㹀��♰ⰼꨒ琎顤欽ծⵖ⡲麣ⰧٖٕٝةծⰅ㜥俱瘝鴥ׁש繘٠⚉㾜劄〴㹋倵䋞劄傈ך��傈חדת銲歍鴥㣓⦪٥琎ꨒ朐屣כג״ח㹋倵⚥姺ׅ〳腉䚍֮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샎���졓�헣솒�˟뿖�혾맏캏��묺�풢�훟쿪_�풢�쿪�	폖헣
��잚펢�	뿖탡믾�찒푷�헪핟�솒묺�샎펺�핓핳욚�
캍옪�튾힎많폲��헒잫샎킲킪�잫핊픦���핊�헒밚힎�킮��푢빮틶�짝�헏컲�캏�펞�싾않컪쁢�칺많�훟힎쇮�많쁳컿핂�핖삲�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劦䌽䋐ⰻ鋅♴ׅ繘٠⚉㾜劄〴כדծⱴٝؤ٦ءך鸐ג׃ծيؚٓٗف㹋倵ׅկ⚺⪵罏חؤ٦صךさגׇ厫鮾ז㼎䘔ָ〳腉կ
Ӫ�ׁש繘٠⚉㾜劄〴�

NEW

삿포로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히쓰지가오카 전망대에서는 겨울철 내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최자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 가능.

Ӫ�삿포로 히쓰지가오카 전망대

https://association.sapporo.travel/

VENUE 1

VEN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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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せي٦ثד⡲ծ㖑㔳晙䩛חծ閯鍑ָֹז侧ַ䨽زٝ؎هؙحؑثך
ծװ갫׃٦ٕ؞湡䭷ׅկ٦ٕ؞דⰋ㆞חծ儗ⰻ׃乆䕦ⱖ溪娄ֻկ䭷爙鸐
ⱖ溪㻢叨ךוז갪湡ד갫⡘畸ֲկ

�_�졓픊옪�픒�컪�힎솒읊��콞펞�슲몮�쿦쿦벦빊읊�졂컪�졕�묾섾픦��핆읊�멅쁢삲��힎킪샎옪�칺힒픒��몮�킪맒�뺂펞�헒풞�몶핆픒�졷옪�삲��몶핆�쿪컪빦�칺힒�킺칺�슿픦�졷픊옪�쿪퓒읊�삲�삲�

RULE INFORMATION

٦ؙ����ⴓ�邌䕤䒭ٙس٦ٕ؍ؿ����ⴓ�أٝت؎ؖ
컲졓���쭒�쫂줊�믾����쭒��킫
 RECOMMENDED PLAN

劦䌽ך⚥䗰ծ㣐鸐Ⱅ㕦ワ鴟ד遤ֲ㹇䱱ي٦׃㹇䩛חⰅծ劦䌽٥⻌
嵲麣חꟼׅ閯鍑ָֹז遳ּկ閯鍑ֻכחծ厫鮾ז䙼罋⸂ָ䗳
銲֮דծ麦䧭䠬ךي٦ثכ穠勲⸂䓼㔿ׅחկ

삿포로의 중심, 오도리 공원 주변에서 실시하는 보물찾기 게임!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삿포로·홋카이도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면서 거리를 돌아다닌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력이 필요하고 성취감은 팀의 결속력을 공고히 한다.

㣐鸐زٝع٦ٍآٖز
오도리 보물찾기

�։�➂ي٦ثד⡲կشذٝ㘗חأ٦؛ꨒ鑥ծꨒؙحٗـך⡲կ�媮湡
ך㾊呎ג⢪ֺֿךծכ꣬⟄ծ�媮湡יꅾ琎ח湫ּ㘋湫溪ؙحٗـכדת
㢌刿ג״חي٦ثכ㣐ֹׁך٦ؚٕ؎㸣䧭կגיꅾ琎דת❁ծ㣓⡲ـ٦ؕ
〳腉կ湫䖇���.כח٦ؚٕ؎ךծ���։���⦐ָؙحٗـך䗳銲կ

�_�졓픊옪�픒�삲����핂뻖��핂큲펞�뿖픒��푾몮�뿖픦�쯢옫픒�잚슮삲���삶ퟆ밚힎쁢�쯢옫픒�쿦힏픊옪�탡몮��삶ퟆ쭎�쁢��픒�칺푷펺�힎쭣픦�몯컮픒�잚슲몮��핳밚힎�탡픊졂�퐒컿� �핂믎욶픦��믾쁢�펞�싾않�쪎몋�많쁳� 	힏몋�� � �N픦�핂믎욶펞쁢����_���맪픦�쯢옫핂�푢�


RULE INFORMATION

剑㣐���➂�※100人以上は要相談�剢։��剢䱿㤺��➂������ⰼ։劦䌽㣐鸐Ⱅ㕦ワ鴟鸐鏬䗳銲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졓��˟���졓�핂캏픎�캏샂�푢잫�풢_��풢	뭚핳
��졓�������펢_캍옪�폲솒읺�뫃풞�훊쪎�펻핂�푢

�샎�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剑㣐���➂�※100人以上は要相談��剢♴傐։�剢��➂��♰ⰼ։ٗهح؟سٕٝٓؽ٦ٌظأ鸐鏬䗳銲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졓�˟���졓�핂캏픎�캏샂�푢잫��풢�쿪_�풢��졓���잚펢_큲뽆졶찚앪슪�캍옪�펻핂�푢

�샎�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ⴓ�㹋騧����ⴓأٝت؎ؖ
컲졓���쭒�킲�����쭒�
 RECOMMENDED PLAN

ꨒي٦سؙحٗـך朐ח琎٦ؚٕ؎ג־♳⡲կـ ؙحٗ
דي٦ثկ㣐ֹֻ䊩〸ׅ㸣䧭䏝ַָץ⚛ծ⡲ח㣗♱חְַ
ծ㸣ַֻ֮כ⚥ך٦ؚٕ؎湡䭷ׅկ㸣䧭ךծ儗ⰻ׃⸃⼿
䧭䖓ؙٝٔسزحمד⚥כ궪ה嚂ֹדָהֿ׃կ

눈으로 만든 블록을 돔 형태로 쌓아 이글루를 만든다. 블록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 쌓는지에 따라 완성도가 크게 좌우된다. 팀원이 
협력하여 시간 내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글루 내부는 따뜻하기 
때문에 완성 후에는 안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거나 즐길 수 있다. 

�ֻב٦ؚٕ؎
이글루 만들기

큲뽆졶찚앪슪캍옪խwww.snowmobilelandsapporo.com

�콚퍊솧칺խ www.tom-sawyer.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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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חي٦ثךⴓַկ䕵ⶴⴓ䬐ծ儗ꂁⴓծ琎倯ך䨌殛וז⡲䨌⠓陽遤
ֲկך٦ٙة넝ׁג״ח⸇挿ׁծ儗ⰻ״ח넝ְ٦ٙة⡲䧭ךي٦ث׃
ⵃזהկ

� _ �졓픊옪 �픒 �빦뿖삲� �펻 �쭒샂 �킪맒 �짾쭒 �탡쁢 �짷쩣 �헒얃 �슿 �핟헒픦읊�삲���풚픦�뽠핂펞�싾않�헞쿦많�많맞쇦젾�킪맒�뺂펞�쫂삲�뽠픎��풚읊�잚슮�핂�킇읺삲�

RULE INFORMATION

剑㣐���➂�※100人以上は要相談��剢♴傐։�剢��➂��♰ⰼ։ٗهح؟سٕٝٓؽ٦ٌظأ鸐鏬䗳銲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졓��˟���졓�핂캏픎�캏샂�푢잫��풢�쿪_�풢��졓���잚펢_큲뽆졶찚앪슪�캍옪�펻핂�푢

�샎�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ⴓ㹋騧��ⴓ邌䕤䒭ي؎ة��ⴓ⡲䨌أٝت؎ؖ
컲졓���쭒�핟헒픦���쭒�킲����쭒��킫
 RECOMMENDED PLAN

ꨒ٦ٙةד⡲ծך넝ׁ畸ֲկشذٝ㘗فحأװأ٦؛
ז⡲٦ٙةֻ״桦⸬ח⢪ְծ儗ⰻيذ؎،ծꣲוז
朐䡾ךկꨒזה猼鏐ך⡲䨌ָⵃהկ䕵ⶴⴓ䬐ְזזלֽ
⸃ّٝء٦؛صُىծ鹌ָז׃姻⥜⡲䨌ג䘔ׄח
鑐ׁيؚٓٗفկ

눈으로 타워를 만들어 그 높이를 겨룬다. 컨테이너와 삽 등 한정된 
아이템을 사용하여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역할 분담과 작전이 승리의 비결이다. 눈의 상태에 따라 작전을 
수정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요구되는 
프로그램.

־♳眠ֹ٦ٙة٦ظأ
스노타워를 쌓아라

ꨒךת⡲倯ؙٖ٦ٍث䖓ծ�➂玎䏝ي٦ثד⡲ծⵖꣲ儗ⰻآٔؔח
կ礵䊪⡲תꨒٕش ٥ׁ蔓遭䚍٥杝ⶼ䚍װ侧ꆀוז鐰⣣㼎韋׃הծ㻢叨
遤ֲկ

뿖칺앚�잚슪쁢�짷쩣픒�컲졓� ��졓�헣솒옪�픒�몮�헪�킪맒�뺂펞�폲읺힎뻞�뿖칺앚픒�잚슮삲� �헣묞 �폖쿮컿 �솓�컿뫊�쿦얗�슿픒�많�샎캏픊옪�킺칺삲�

RULE INFORMATION

剑㣐���➂�※100人以上は要相談��剢♴傐։�剢♴傐�※大雪や積雪が少ない場合は中止になる場合がある��➂��♰ⰼ劦䌽䋐ⰻ
˟⠓㜥顤ろְזתկ⠓罏	薉铂㼎䘔
ָ䗳銲ז㜥さכⴽ鷿�♰ⰼ٦ؗأ㜥װ꽎鮦㜥וז鸐鏬ָ䗳銲կ军》㜥䨽ָ䗳銲ז㜥さכծⴽ鷿湱锑կ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졓��˟���졓�핂캏픎�캏샂�푢잫��풢�쿪_�풢�쿪�˟컲�짝�헏컲얗핂�헏픒�몋푾펞쁢�훟힎쇮�쿦솒�핖삲��졓���잚펢	캍옪킪뺂
�
˟핳찒�짆�칺핞	폏펂�샎픟
많�푢�몋푾펞쁢�쪒솒������펢큲�핳핂빦�훊�핳�슿�펻핂�푢��좆픒�뽇핊�뫃맒핂�푢�몋푾펞쁢�쪒솒�캏샂�

�샎�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ⴓ�⡲䨌⠓陽��ⴓ�㹋騧���ⴓ��邌䕤䒭أٝت؎ؖ
컲졓���쭒�핟헒픦���쭒�킲����쭒��킫
 RECOMMENDED PLAN

畸ֲկ勻司ִ⳿ろדתծ鄲귅⡲תꨒחה׀ي٦ث
鹌ָז׃さְծ䕵ⶴⴓ䬐׃⳿،؍ر؎،דⰻي٦ث
�կيؚٓٗفֹדָהֿ䠬ׄ⡤䠬♧װծ麦䧭䠬

팀별로 눈사람을 만들어 장식까지 포함한 완성도를 겨룬다.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내고 역할을 분담하여 만들기 때문에 
성취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ꨒתⵖ⡲زأذٝ
눈사람 만들기 콘테스트

훊킫칺앦삫�խwww.p-hokkoh.co.jp

큲뽆졶찚앪슪캍옪խwww.snowmobilelandsappo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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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샎���졓�풢�캏쿪쭎���풢�캏쿪��졓����잚펢	쭎많켆�
_�˟짷�짢힎�핳�빨킪�솒묺��켆���빨킪�많핂슪�헞킺킫칺�캍옪킪�믊묞��짢않�맣�펻�쭖푢쪒솒��싢뻲핂��훎찒많�푢삖삲�

핆풞
킪믾

푢믖�믾훎
�
핳콚
찒몮

鑐굸邌䕤䒭儎굸ף㣓ؘ؟儗�儗��ⴓٙؕ��ⴓꆤأٝت؎ؖ
컲졓���쭒�빨킪�킪맒��킪맒���쭒�찧펂�밎�킪킫��킫�헞킺킫칺
 RECOMMENDED PLAN

⻌嵲麣ךⱴך괏暟鑖չ宔♳ؘٙؕ؟ꆤպկ♧חⲵ䊛ח♳ך
䓸㼔欽ד⚥ךزٝذծي٦ثⴽחꆤ卓畸ְׅתկךزٝذ⚥
ٗف倯ךկⴱ䗰罏ׅת׃ٕةٖٝծꞿꬱٝنؤ军ַֻծ㺮כ
׃חף㣓ד♳ך宔כؘ؟ؕٙկꆤׅת׃䭷㼪ָس؎ؖꆤך
ךוך♴ךծ宔כחꆤؘ؟ؕٙ㔐麇ׅדկ纇ׅת׃鑐굸ג
帾ְַׁח䱱ׅزٝ؎هָךկדي٦ثⴓ䬐ג׃纇ך⡘縧
䱱׃ծגזח⚵♧ي٦ث纇ث٦ٗف،ח⳿勻דַծꆤ卓ח䊴
٦ؾأֽ瑎ח宔ד㢩زٝذծתկׅד؍ذؽ؍ذؙ،דָ
〳腉կي٦畸ֲس

홋카이도 겨울의 풍물시 ‘빙상 빙어 낚시’. 꽁꽁 얼어붙은 강 위에 친 
전용 텐트 안에서 팀별로 낚시 대결을 펼친다. 텐트 안은 따뜻하고 
방한바지, 장화도 대여해 준다. 초보자도 전문 낚시 가이드가 지도. 
잡은 빙어는 빙상에서 튀김으로 만들어 시식한다.무리를 지어 
회유하는 빙어를 잡기 위해서는 얼음 아래의 어느 깊이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 팀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무리의 위치를 
탐색하고 팀이 일치단결하여 무리에 접근할 수 있느지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액티비티. 또한 텐트 밖에서 얼음에 구멍을 뚫는 속도를 
겨루는 게임도 가능.

�宔♳ؘٙؕ؟ꆤ
빙상 빙어 낚시

INFORMATION

剑㣐��➂�剢⚥傐։�剢♳傐㣐➂欽ַٕةֹٖٝׄ���ⰼ�※要問合劦䌽蔓遭ך啾խꅿ㢩繟遭긫٦ة٦ط؍ر٦ծ鸐鏬䗳銲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샎���졓�풢�훟쿪_�풢�캏쿪펂읆푷�컲�샎펺����펢��˟줆픦�푢잫캍옪�폖쿮픦�퀀��퍊푆�짆쿮뫎�싢뻲핂���펻핂�푢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٦ؙ��ⴓ邌䕤䒭ٙس٦ٕ؍ؿ��ⴓأٝت؎ؖ
컲졓���쭒�쫂줊�믾���쭒��킫
 RECOMMENDED PLAN

չ劦䌽蔓遭ך啾պךꅿ㢩繟遭긫כחծ䕝ⵟ㹺ך⡲ㅷָ䎢㣐ז侲㖑ⰻח挿
㖈ְג׃կ傈劤⠗窟ךչַֹׄպ㾶ְגծꨒ⚥ך娄ֻկ׀ي٦ث
ծؚٔٝثحؓؐس٦غװ䕝ⵟꙢ颣ך⚥ך⾱ꨒחה ٥ؗأ 駈騊ךוזطخ
䱱׃嚂׃ծ乆䕦׃ⱖ溪زأذٝزؓؿד㹋倵〳腉կ

‘삿포로 예술의 숲’의 야외 미술관에는 조각가의 작품이 광대한 부지 
내에 점재하고 있다. 일본 전통 ‘설피‘를 신고 눈 속을 걷는다. 팀별로 
눈 속에서 조각 감상을 하거나 버드 워칭, 다람쥐·여우 등의 발자국 
찾기를 즐기며, 촬영한 사진으로 포토 콘테스트도 할 수 있다.

زأذٝ乆䕦ד٦ַֹؙؓؐׄ
설피를 신고 촬영 콘테스트

캍옪폖쿮픦퀀��퍊푆짆쿮뫎խhttp://artpark.or.jp

剑㣐��せ�剢♳傐ַ�剢♳傐��せխ��♰ⰼ玗鴥։��
※防寒オーバーズボン、長靴、釣り具一式、テント、釣りガイド、昼食含む劦䌽䋐鵚龞խ藿䨫䊛鸐鏬♶銲կ٦ة٦ط؍ر٦ⴽ鷿銲䩛ꂁկ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삲�않힎잖�찒	훊킫칺�핂솒삲�않힎잖펺칺
խhttp://h-takarajima.com/detail/index/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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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剑㣐���➂�※プログラム調整により、100人以上にも対応可能。��剢♴傐։�剢��➂���♰ⰼ։ٗهح؟سٕٝٓؽ٦ٌظأ鸐鏬䗳銲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졓�헣솒�˟옪믆앶�혾헣픊옪�섢�잜픎�핆풞�쿦펞솒�샎픟�많쁳���풢�쿪_�풢��졓խ��잚펢։큲뽆졶찚앪슪�캍옪�펻핂�푢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嵲麣ךⱴ弫㋪يؚٓٗفؚٝ؍رٕؽي٦ثֹדկ
� ։ אي٦ثד➂� ծװؚحٓؿ٦ظأծֻ
䮋䨌ח⡲ي٦ؙٔأ؎،זـ؍ذؙ،
剑䖓כծⰋ㆞׃٦ُؗك٦غדծךي٦ث穠勲⸂넝ֲ״կ

홋카이도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팀빌딩 프로그램.
5~6명으로 팀을 짜고 스노 플래그나 신나는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도전!
마지막은 모든 참가자가 바비큐를 즐기며 팀의 결속력을 높인다.

ꨒ⚥麊⠓
눈속 운동회

կֹדָהֿⰅח䩛鷄⸇굸勞ך٦ُؗك٦غծָֽך׃زحؚحٓؿկֲ鴥ן굲חծꨒג׃湡䭷ؚحٓؿך♳ծꨒדさ㔳ךز٦ةأ

시작 신호가 내려지면 눈 위에 놓인 플래그를 향해 돌진한다. 플래그를 따낸 자만이 바비큐 
추가 식재료를 손에 넣을 수 있다.

PROGRAM 1

Ӫ�스노 플래그

ؚحٓؿ٦ظأ

䮋䨌կַֹדָהֿ־♳➬ח䩛傍ֻ笺뜧ָي٦ثךוկֹדָהֿע鼅ؚٝؾحزַي٦ثֹדկ傍ָֻ♳勻⳿ָي٦ؙٔأ؎،ה鯄ָׅٗٗծגⰅח٦ٕن勞俱ךي٦ؙٔأ؎،

아이스크림 재료를 볼에 넣고 데굴데굴 굴리면 아이스크림이 완성된다. 빨리 만든 팀부터 
토핑을 선택할 수 있다. 어느 팀이 빠르고 예쁘게 완성할 수 있는지 도전!

PROGRAM 2

Ӫ�아이스크림 만들기

⡲ي٦ؙٔأ؎،

կ넝⸃穠勲ךي٦ثծכⰟず⡲噟ךד㔲٦կ抟ُؗك٦غךⱴ暴ⴽ䠬彡⢪굸勞Ⰵח䩛חה׀ي٦ث

팀별로 손에 넣은 식재료로 즐기는 특별한 겨울의 바비큐. 불을 둘러싼 공동 작업은 팀의 
결속력을 높여준다.

PROGRAM 3

Ӫ�바비큐

٦ُؗك٦غ

큲뽆졶찚앪슪캍옪խwww.snowmobilelandsappo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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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64խwww.samuraitrip07.com/麣⡤꿀
검도체험

INFORMATION

��։���➂�_�儗鸐䎃⠓㜥䩛ꂁךꟼ⤘♳ծ䎂傈ך⪵遤ֶׅׅٝٓفխ�����ⰼ�➂玗䫙ٝٓفխ�����ⰼ�➂玗䫙ٝٓفխ����ⰼ�➂玗䫙˟⠓㜥顤ծ欽Ⱗٖٕٝة➿ծ闌䌌俱⿹؍ذٕكظןろ劦䌽䋐⚥䗰鿇כת鵚龞鮦ד秈�儗㕢ⰻך⠓㜥⠓㜥ծ欽Ⱗծ闌䌌ך䩛ꂁכ佄䩪䖓זהկΎ欽Ⱗ彊⪒ךꟼ⤘♳ծ⸇罏ך䚍ⴽה魦ꞿ⼒ⴓ��傈חדת銲䲿⣘կΏ⾱ג׃ה傈劤铂⿹ן薉铂㼎䘔ָזהծ➭鎉铂ָ䗳銲ז㜥さכծ鸐鏬ⴽ鷿䩛ꂁկΐٍؗٝ٦ءٔهٕإ�_�傈כ���ծ�傈։כ����˟➂侧װ儗劍ג״ח黝欽侧㢌刿ָׅ֮הֿկ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 ։ ���졓�_�킪맒펾훟�	핳�훎찒�뫎몒캏�핊�맪����
앪խ�핆������펢쭎많켆�쪒솒앪խ�핆������펢쭎많켆�쪒솒앪խ�핆������펢쭎많켆�쪒솒˟핳찒�푷묺�샎펺찒�맣칺욚�짝�뽆쩶�캍옪킪�훟킺쭎�쏞쁢�믊묞	�옪��킪맒�핂뺂
푢믖�힎쭖��핳�푷묺�맣칺픦�훎찒읊�킪핟삲�Ύ푷묺�훎찒�뫎몒캏��많핞�컿쪒뫊��	묺쭒
�읊���핊헒밚힎�헪뫃퍊��Ώ핊쫆펂�픎�폏펂�샎픟�많쁳� �믾��펆펂많�푢�몋푾��펻픒�쪒솒�훎찒퍊��ΐ�큺�읺킪�_�핊헒������핊헒_����˟핆풞�쿦퐎�킪믾펞�싾않컪�헏푷핊핂�쪎몋쇮�쿦솒�핖킃삖삲�

핆풞�쿦콚푢킪맒킪믾푢믖�믾훎

핳콚찒몮

NEW

장비 / 鄲⪒ؙحلأ
COLUMN

����䎃չ傈劤خ٦هأ俑⻉يؤ٦ٔخ颣պ「颣يؚٓٗف
2019년「일본 스포츠문화 투어리즘상」수상 프로그램

일본 전통 무예인 검도를 통해서 리얼한 사무라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인기 많은 
팀빌딩 프로그램. 경험 많은 강사에게서 예법,치는 법까지 지도 받고, 마지막에는 시합 
형식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정신, 기술, 체력을 단련하는 사무라이 수행을 팀으로 
도전하자!

傈劤ך⠗窟涸娀麣֮ד麣鸐ג׃ծٔ ؽي٦ثך孡➂ֲ⡤꿀؎ٓي؟זٕ،
ٝ؍رٕ ծ剑䖓ֹ䭷㼪ְח㻝♨דת倯爝岀ծ䩧ח闌䌌זկ穗꿀鞢㺡يؚٓٗفؚ
דي٦ثծ僽ꬊח遤⥜؎ٓي؟熊ֻկ�䗰ծ䪮ծ⡤׃嚂ي٦صىךծ鑐さ䕎䒭כח
ٍٖٝث ״׃آ ֲ

滠剏ִ��ⴓ�爝岀�ⴓ�䩧瑱箺统��ⴓ�鑐さ䕎䒭ي٦صى��ⴓ�俑⻉ؖ؎س��ⴓّٝء٦ٖزأٌٝر��ⴓ

맖팒핓믾��쭒�폖쩣�쭒��솚펾킃��쭒�킪킫�짆삖멚핒��쭒�줆많펞슪��쭒��킪쩢��쭒

 RECOMMENDED PLAN

믾쫆푢믖��잚펢�멎솒많��졓잖삲��잚펢푢믖�믾훎

㛇劤俱ꆃ��♰ⰼ�麣㹺�せחה׀�♰ⰼ俱ꆃ湡㸜

ATTRACTION

쫆멷헏핆�멎솒�젊큲읊�맖않싢뻖빦�펾펞솒�헪뫃�많쁳��멎솒많픦�찮읆�뫃짷픎�팣솒헏핂삲

劤呓涸ז麣װ٦ش؍رٓؖأٝو٦ؓؿػ㹴⠓ח䲿⣘〳腉կ麣㹺״ח稆傍ְ余כ㖇䋆ך鶕⸂

솒픦٥�잖	픦
٥훋솒٥묺핳찒
麣邅٥鄐٥畾ⴉ٥Ⱗٕؿ鄲⪒플랜A

솒픦٥�잖	픦
٥훋솒묺펔픚
麣邅٥鄐٥畾ⴉⰧ׃ז플랜B

훋솒잚
畾ⴉך플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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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꽃꽂이
펦풚�խwww.lwork.co.jp/

/080/�$0.1"/:խwww.now-on.co.jp/瑞䩛ך⚅歲⡤䠬
가라테 세계를 체감하자

NEW

瑞䩛ך娖〷װ礵牞גְאח铡僇ֽ」䖓ծⰋ㆞ד㛇劤珫〢遤ֲկך䖓ծחي٦ث
ⴓַ箺统遤ְծⰋ㆞ךדぐָي٦ث怴莸䫪ꪪկ剑䖓חծ㻢叨遤ְ눁⸂涸ז怴
莸遤ي٦ث寸կ

많않��펻칺퐎�헣킮펞�샎컪�컲졓픒�짩픎��삲�맧핂�믾쫆�펾킃픒�삲��믆�삲픚펞��쪒옪�펾킃픒�몮�쪒옪��펾줂읊�삲��잖힎잗픊옪�킺칺읊�펺�잲엳헏핆�펾줂읊��픒�멾헣삲�

RULE INFORMATION

��։��➂˟��➂⟃♳כ銲湱锑秈�儗鸐䎃��_��➂����ⰼ�➂ծ��։��➂����ⰼ�➂ծ��։��➂����ⰼ�➂ծ��։��➂�����ⰼ�➂˟חא⥂أٝةأ؍رٍٕء٦ا俱ꆃ㢌刿ך〳腉䚍֮ծ銲然钠劦䌽䋐ⰻְֹׅװ剪鄲׀ד⸇ְֻׁկ薉铂㼎䘔〳腉կ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ⴓ	٦ٍثؙٖ⦐➂箺统	��ⴓ
ךדي٦ث箺统	��ⴓ
怴莸䫪ꪪ	��ⴓ
㻢叨	��ⴓ
�

엗�	��쭒
맪핆�펾킃	��쭒
쪒�펾킃	��쭒
펾줂�짪�	��쭒
킺칺	��쭒
�
 RECOMMENDED PLAN

瑞䩛⡤䠬ׅהֿ鸐ׄגծ嚂ָז׃䗰ה⡤ꑺִծ㔚穠⸂넝ٕؽي٦ث
ծג鸐ׄ箺统ך㔚⡤怴莸ה㘗ךד➂⦍ծչ爝⭑պ⠗窟ַה〷娖ךկ瑞䩛ؚٝ؍ر
չ荈䊹ꑺꐤպהչ⼿锃䚍պ魦ֹדָהֽֿאחկ⚅歲莸〴ח崞鬨ׅ䭷㼪罏ַ
կيؚٓٗفז눁⸂涸ֹדָהֽֿ」湫䱸䭷㼪

가라테를 통해 즐기면서 정신과 체력을 단련하고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팀빌딩 
프로그램. 가라테의 역사와 전통에서  “예절”을, 가라테 가타(자세)와 단체 연무 
연습을 통해 “자기 단련”과  “협조성”을 배울 수 있다.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ㅷך欰ֽ蔃ג׃⢪欽ծずׄ蔃勞׃鏣㹀و٦ذךծⰟ鸐ⴓַחה׀ف٦ؚٕ
遤ֲկծ邌䕤ג׃闌䌌ָ㻢叨הկ㸣䧭䖓ծ⚺⪵罏㸣䧭ׇׁח儗ⰻ

쪒옪�뫃��훊헪읊�컲헣�삲픚펞�맧픎�봑픒�칺푷젾�킪맒�팖펞�맏핞�핟픒�퐒컿킪�삲��퐒컿��훊�핞퐎�맣칺많�킺칺읊�펺��픒�삲�
RULE

INFORMATION


��։��ⴓ	٦ٍثؙٖן⿹ّٝء٦ٖزأٌٝر㹋倵	��ⴓ
邌䕤䒭	��ⴓ
�
킪쩢�짝�엗�	�����쭒
�봑봐핂�킲킪	��쭒
�킫	��쭒

 RECOMMENDED PLAN

일본 특유의 전통문화 “꽃꽂이”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팀빌딩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의 감성을 끌어내고 팀이 하나가 되어 
작품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  
사계절의  꽃들과  꽃병을  홋카이도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홋카이도를 느낄수도 있다.

⻌嵲麣欰ֽ蔃NEW

��։���せ�˟���せ⟃♳כ銲湱锑秈�儗鸐䎃�➂�����ⰼ	玗ⴽ
ծ��せ⟃♳ך㜥さכ➂�����ⰼ	玗ⴽ
˟⡲ㅷֶכ䭯䌓〳腉կ⸇➂侧״ח劦䌽䋐ⰻٕذمծ٦ةٝإّٝءٝكٝծ蔓遭ך啾،٦ٕمز٦瘝խ˟⠓㜥顤כⴽ鷿鸐鏬䗳銲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졓_��졓�˟��졓�핂캏픎�캏샂�푢잫퍋��킪맒펾훟��졓����졓�����펢�	�핆
��졓����졓�����펢�	�핆
��졓����졓�����펢�	�핆
��졓����졓�����펢�	�핆
˟칺헏�먾읺숞믾읊�퓮힎믾�퓒컪푢믖�쪎몋�많쁳컿핂�핖픚��핆�푢잫캍옪킪뺂풂솧�쫃핳픊옪��많�훊켆푢��폏펂�샎픟�많쁳�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傈劤暴剣ך⠗窟俑⻉չ欰ֽ蔃պ⡤꿀ׅ눁⸂涸ٝ؍رٕؽي٦ثז
ؚկ⸇罏Ⰻ㆞ך䠬䚍䒷ֹ⳿׃ծדي٦ث䗰חא♧ⶼ־♳嚂ׁ׃
稆勞ך嵲麣⻌כוז蔃㐻װ蔃勞ךկ㔊㷌䫓ղ넝⸃ծ穠勲ג鸐ׄ
կ䠬ׁׄ׃ծ⻌嵲麣דהֿ⢪欽ׅ

������졓��˟���졓핂캏픎�캏샂�푢잫퍋��킪맒펾훟�핆������펢	쭎많켆�쪒솒
��졓�핂캏핆�몋푾��핆������펢	쭎많켆�쪒솒
˟핟픎�많힎몮�맖�쿦�핖픚�많핆풞�쿦펞�싾않�캍옪킪뺂����쩲켦켊�폖쿮픦�퀀�팒�슿��˟핳�샎펺찒�쪒솒�펻�푢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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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罏醱侧חف٦ؚٕךⴓֽծؚ կؚ箺统ׅחה׀ف٦ٕ 驆䫪ꪪׅחה׀ف٦ٕ
٦ָծ㡮ծ疭겣ծؗةؙٓزأٝ؎װ爡ꞿךծ⚺⪵⟰噟 կ穠卓涪㻢叨ׅדוז葺ׁךٖ
邌ה邌䕤䒭ך䖓ծָف٦ؚٕفحزג׃ה٦ٖش؍ؿ司⯔דآ٦ذأך怴莸䫪ꪪׅկ

�많핞읊�펺얺�픊옪�빦뿒펂�쪒옪�펾킃삲��쪒옪�짪쁢��픒�훊��믾펓픦�칺핳핂빦�맣칺많�졷콚읺�짆콚�풎힏핒�슿픒�믾훎픊옪�킺칺삲��멾뫊�짪퐎�킪캏킫��빮엖옪��퓒읊��힎�핂�폏뫟픦�줂샎펞컪�펾줂읊��삲�

RULE INFORMATION

�샎����졓�˟���졓�핂캏픎�캏샂�푢잫�풢_�풢�캏쿪픒�헪푆�펾훟��졓���잚펢	쭎많켆�쪒솒
_˟핳욚쁢�짆��빦욶�	콚읺읊�뺂쁢�솒묺
�흫헣���콚읺읊�뺂솒�힎핳핂�펔쁢�뫃맒픒�훎찒�펻핂�푢��샎픟�많쁳�킪맒�핊헣펞�샎컪쁢�캏샂�푢잫�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٦ٖش؍ؿכת涪邌��邌䕤䒭ךה׀ف��ⴓ��箺统���։��ⴓ��ؚٕ٦أٝت؎ؖ
컲졓���쭒�펾킃���_��쭒�쪒�짪��킫�쏞쁢�빮엖
 RECOMMENDED PLAN

⻌嵲麣攦ֻ渿־♳驆չ:04",0*٦ٓٝاպկⴱג鋅ד➂ծ孡鯪ח驆
חה׀ي٦ثկְזזלֽז׃ծ箺统כח驆דي٦ثծָֹדָהֿ
㸣䧭䏝畸ְ٦غָًٝזず㡦ך穠勲⸂넝חההծ魦⡤⢪ג
⻌嵲麣ך俑⻉ח鍗يؚٓٗفֹדָהֿկ

홋카이도를 뜨겁게 달구는 춤 ‘YOSAKOI소란’.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춤출 수 
있지만 팀으로 춤추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팀별로 완성도를 겨루기 때문에 
팀원들의 결속력을 높여 주는 동시에 몸을 사용하여 홋카이도 문화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٦ٓٝا*0,"04:
YOSAKOI소란

RULE INFORMATION

��졓_��졓펾훟��졓밚힎���잚펢	캍옪킪뺂
	맣칺�졓�쫂혾�졓�쭏���맪٥쭏����맪�샎펺�풂짦�컲폏��먾�
�˟핳찒�쪒솒폖쿮픦�퀀�팒�퍊푆�줂샎���펾핳�슿�펻�푢캍옪킪푆핊�몋푾�핂솧킪맒펞�싾않�쪒솒�찒푷핂�슲믾�쌚줆펞�캏샂�푢잫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ف٦����せחה׀ずׄو٦ذ刼箺统ծ怴㤈涪邌⠓遤ְծ⚺⪵⟰噟䎌鿇װ؎ٝ
䱇♷կ颣ㅷװ遤ְծ邌䕤朐٦瘝ָ㻢叨ծ邌䕤䒭ةؙٓزأ

�믆웇���졓잖삲�맧픎�뽆앦읊�펾킂펺�펾훊짪읊�펾삲� �훊�믾펓�핒풞핂빦�맣칺많�킺칺읊�펺��킫펞컪쁢��핳핂빦�캏픒�쿦펺삲�

많핂섦큲���쭒	핆풞쿦�큲�훒펞�싾않�믆웇쪒�쏞쁢�헒풞펞멚�
� �펾킃������쭒��믆웇잖삲�짪����큲٥�킫��푾킇�펾훊

 RECOMMENDED PLAN

铩דח知⽃ח갈ָ⳿ׇ嚂㐻չㄤ㣕렼պկדي٦ث刼㸣䧭ׇׁכחծ䩧ةא
٦ٌع葺ְלֽזָ⸃穠勲ךي٦ثծוזأٝٓغ갈ꆀ״ח䓼䓲װؚٝى؎
㣐ⴖׁך٦ؙٙي٦ثծָז畸ְ㸣䧭䏝חה׀ي٦ثկְזת欰כ٦ص
ⱄ钠陎ׅيؚٓٗفֹדָהֿկ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 ‘와다이코’. 팀으로 곡을 완성시키려면 북을 
치는 타이밍과 강약에 따른 음량 밸런스 등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별로 완성도를 겨루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ㄤ㣕렼٦ص٦ٌع
와다이코(일본 북) 하모니

펦풚�խwww.lwork.co.jp

펦풚�խwww.lwork.co.jp

剑㣐���➂�※100人以上は要相談�剢։�剢♳傐ꤐֻ鸐䎃��➂���♰ⰼ玗ⴽ։
※会場費は含まない。鳴子プレゼント。㣐ֹז갈ג׃⳿䊴׃佄ִأ٦لأְזך欽䠐鸐鏬䗳銲կ㼎䘔〳腉ז儗ծ傈玎כגְאח銲湱锑կ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怴㤈䫪ꪪي٦ث٥邌䕤䒭���⮚زأذٝ�涪邌��ח嫣فⰋ㆞��箺统��։��ⴓ��ؚٕ٦כ⿵ⴽف٦ؚٕ״ח٦ُٕآ؛أ��ⴓ�➂侧ծأٝت؎ؖ

Ӫ�팀빌딩 콘테스트 ٝ؍رٕؽي٦ث زأذٝ�ؚ

��せ։��せ鸐䎃��➂דת���♰ⰼ劦䌽䋐ⰻ
؎ٝ٦ةؙٓزأせ�،زٝةأء�せ�ծ㣕렼��〴ثغ���劤ٖٝة
ٕծ麊䵤٥鏣㌀临ろ�˟⠓㜥顤כⴽ鷿蔓遭ך啾�،٦ٕمز٦ծꅿ㢩آ٦ذأծٕذم㹴⠓㜥瘝鸐鏬䗳銲劦䌽⟃㢩כ獳儗״חⴽ鷿顤欽ַַָծ銲湱锑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T
E

A
M

 B
U

IL
D

IN
G

A
C

T
IV

IT
Y

23

ؙ؎ٓزأ⢪馉ִծꨒ椔ꥺ㹱暟ךוז⚉ז㼭ׁװծ帾ְꨒג⛦ח٦ؗأ٦ٔزٝؕأؙٗז䊬㣐דⰋ㆞ي٦ث ، 湡䭷ⵃגׇさ⸃דזծָז׃䮋䨌חؐز ֲ・ؐ ٝ؍ ٗأ،؎غ٦ة ٝ
弫挿կٕٔأկ鹌חָז׃䫺䫑ח䷼ꨒ椔余ךַワכ٦غًٝ⛦ח٦ٖأـنأ٦ٖ٦ٖأـن・
・ٓ ٝ؍ذؿ 湡䭷ׅկؖ殢♧׃،ؙّٔٝءحىזծ圫ղָז♴䊛כي٦ثぐأ٦ؚٖ կֹؔדָהֿ׃嚂ג׃ծ㸜䗰דךׅز٦ه؟ָس؎ א儗ך剑넝דؙحصؙؾװ٦ُؗك٦غךדծ廩歾כծ剑䖓ג׃הّٝءف 〳腉הֻֿ

/*4&,0�"%7&/563&�$&/5&3խwww.nacadventures.jp/en/،٦ٍثٝكس JOإص
어드밴처 in 니세코

옪믆앶잖삲�삲읒	�샎��앦����졓
��줆픦�푢잫펾훟�	몒헖쪒�옪믆앶�핖픚
옪믆앶잖삲�삲읒��쪒�많멷슿�줆픦�푢잫삖켆��펂슪쨂��켊�핊쫆펂�폏펂�샎픟�많쁳��믾��펆펂픦�몋푾��펻�푢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NEW

鴥ן굲ח⚥ך㣐荈搫ךծ⻌嵲麣繘骡㿊䘌וז䕵耵װ٦ٕٕךأ؍ؿؔ ֲإص
ٗفؚٝ؍رٕؽي٦ثזؚٝ؍ذ؎؟ؗؒזծ圫ղכד٦ةٝإ٦٥ٍثٝكس،٥
⸃穠勲ךي٦ثծָז׃弫㋪儗ךկꬊ傈䌢ֹד⡤꿀؍ذؽ؍ذؙ،װيؚٓ
״넝 ֲ

회사 규칙이나 직함을 잠시 잊고 홋카이도 요테이산 대자연 속에 뛰어들자! 니세코 
어드밴처 센터에서는 익사이팅한 여러 팀빌딩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다. 비일상을 만끽하면서 팀 결속력을 높이자!

INFORMATION

剑㣐ٓז殯ג״חيؚٓٗف ٝ؍ذؿ ؚ���➂
※要問合
通年（季節に応じたプログラムあり）
プログラムによって異なる
※特別キャンペーン価格などは要問合
ニセコ アドベンチャー センター
日本語・英語対応、他言語の場合は通訳必要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COLUMN

䟝⫷ֻג׃ կְֶׁ �ꨇ鏣縧ׁחծ埠♳넝ׁ�_��כח٦ؙػ٦ٍثٝكس،ך"(�״
僒䏝����⟃♳ך铬겗ח䮋䨌׃ծⰋךוכחׅ،ؙٔג 锃ֲַ儗ַַָךְֻ
կ鸐䎃㌀ֲ״ג׃䱱稊殯瑞ך♳埠גזח⡤♧ה荈搫ה兝葿ְ׃ծ繟א♧כ倯岀ץ
噟ծ�傈剑㣐���せדת　㺁〳腉կ

상상해 보세요. 약 1ha 어드밴처 파크에는 나무 위 높이 5~13m에 설치된 6단계 난이도, 130이상의 
미션이 있다. 이 미션들을 다 통과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알아볼 방법은 단 하나, 아름다운 
경치, 자연과 일체가 되어 나무 위의 이색 공간을 탐색해 보자. 연중 영업, 하루 최대 120명까지 수용 
가능.

어드밴처 파크에서 나무 위의 이색 공간을 탐구하자!

״׃䱱実殯瑞ך♳埠ד٦ؙػ٦ٍثٝكس، ֲ

PROGRAM 1

�헒풞핂�먾샎��옪큲�읺큲�읊��몮�반픎�뿖뫊�핟픎�펆섣�슿�핳팮줊픒�뻦먾빦�뿖픊옪�잚슮�뫃픊옪�큲얻�팒풑졂컪�삲맧핂�픒�졶팒컪�킇읺읊�핞�٥퓖�짢핂팮큺옮
쫓큺엖핂펞��쁢�젲쩒쁢�훊쪎픦�뿖뫃�뫃멷픒�졂컪�팬픊옪�맒삲��큲잂핖쁢�엖핂큲�٥쫓큺엖핂�엖핂큲

맏�픎�맣픒�뺂엲많졂컪�펺얺�핒줂퐎�솒헒픒��뫊퍊�삲� �많핂슪많�핖믾�쌚줆펞�멚�흞밆�쿦�핖삲��잖힎잗펞쁢�맣많펞컪�##2퐎�콚픒�흞믾졂�믾쭒핂��몮삲�٥앦�엖핂큲

Ӫ�팀 대결(소요시간: 한나절)

٥ぐכي٦ث⡲䨌⠓陽ֹծ䕵ⶴⴓ䬐וז寸ծ剑넝ך⡲ㅷב תַכկⱴ䮋䨌ׅחֻ ב⫸ꨒװֻ ב堀כծ㢙ֻ 孡կ➂ָוזٕؤػ٦بؚآװֻ

PROGRAM 2

٥맏�픎�핟헒픦읊�폂펂�펻�쭒샂픒��삲픚펞��몮픦�핟�잚슲믾펞�솒헒삲��멶풆펞쁢�많잖�않	뿖픊옪�잚슮�힟
빦�컲캏�잚슲믾�펺읒펞쁢�삲읺�잚슲믾�흞�슿핂�핆믾많�잜삲�
Ӫ�같이 만들자 (소요시간: 한나절 이내)

Ӫي٦ث�㼎䫑䨽銲儗⼱傈

Ӫ�♧筰ח⡲״־♳ ֲ䨽銲儗⼱傈⟃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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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剑㣐��➂�※30人以上は要相談鸐䎃��➂���♰ⰼ։Ⱂ㿊卓埠㕦薉铂㼎䘔〳腉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샎���졓�˟��졓핂캏픎�캏샂�푢잫펾훟��졓����잚펢_�핢�뫊쿦풞폏펂�샎픟�많쁳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荈搫ח㔲תⰒ㿊卓埠㕦דծؒ ָז׃⡤꿀ז
կؚٔٝ؍رٕؽي٦ثך ٗفծ⚥ךꨜ㔲孡׃أؙحٓ
կֲ״넝⸃㔚穠ךي٦ثծג׃鸐يؚٓ

자연으로 둘러싸인 핫켄잔 과수원에서 환경을 배려한 
체험을 하면서 팀빌딩.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팀의 단결력을 높인다.

ؚٝ؍رٕؽي٦ث$0&
ECO팀빌딩

�։�➂חف٦ؚٕךⴓַծⰒ㿊卓埠㕦ؙٔزٝ؎هؤ؎ؙלח⚥ך
ָֻׁخٝذٝ⤘ח鴋噟ז䭯竲〳腉װ٦ؘٕطծⱄ欰ؒכחկ㕦ⰻְֻג׃،
ծָؒז׃䱱嗚կ侲㖑ⰻ֮ ֶ֮סה暟橆㞮䪮遭٥鴋噟٥ז ֲ

�_�졓픊옪�픒�빦뿒펂��핢�뫊쿦풞�뺂펞�헞핺��흖�핆읊��뫊삲��풞뺂펞쁢�핺캫�펞뻖힎퐎�힎콛�많쁳�뽛펓펞�뫎����많�많슫��쭎힎�뺂읊��졂컪�몋픒�짾엲�믾쿮∙뽛펓뫊�솧줊픒�헟쫂핞�

Ӫ�에코 네이처 랠리

Ӫ�ؒ٦ٓٔ٦ٍث؎ط

Ӫؚٝؗح٦ٓ٦ؙا�

Ӫ�ؒؑآـؔ

㣕ꤿדֽ⯔ך끅ֻ٦ٙػךוק涪䳸ׅדٝـ٦ٓ٦ؔ٦اծؙ 搶ֲֿկِ٦ؗح
ַي٦ثךוכך⡲٦ؗحؙז٦ؙص
˟㷌眍٥㣓⦪כג״חծخ٦ٕؿ؎ٓسװيٍآ⡲װծ،ؐוז؍ذؽ؍ذؙ،،سز
㢌刿〳腉կח

�퍟착잚픊옪�뽎않풂�픒�짪쁢�콢않�폲쯞펞컪���읊�뭋핞��맪컿�뻦�쁢���읊�뭋쁢�멑픎�펂쁞�핊밚 ˟몒헖�짝�빮틶펞�싾않컪쁢�햊뫊�잞읾뫊핊�잚슲믾�팒풑솒펂�팯찒�슿픊옪�쪎몋�많쁳�

Ӫ�솔라 쿠킹

ⶼָזさְ׃⢪ְծ鑧荈搫稆勞וז協ךկ加ⵖ⡲ׅؑآـؔחה׀ف٦ؚٕ
㻢叨דկ蔓遭䚍ծ杝ⶼ䚍涪邌ׅחה׀ف٦ؚٕؑآـָؔ♳կ⳿勻ְֻג־♳
遤ֲկ

쪒옪�혾줊픒�헪핟삲��빦줕많힎�슿�핞펾�콚핺읊�칺푷펺�픦뽊졂컪�잚슲펂�맒삲��퐒컿쇪�혾줊픒�쪒옪�짪삲��폖쿮컿�솓�컿픒�믾훎픊옪�킺칺삲�

Ӫ�에코 조형물

�핢펞��핂�잏խwww.hakkenzan.jp/ecocatering

PROGRAM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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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ف٦ؚٕך⡲կぐؚٕכف٦⡲䨌⠓陽ֹծٝ؎ؠرן⿹و٦ذ寸
抧ׅկ㸣䧭䖓ծぐؚٕ٦ծ抟־♳⡲⡲ㅷחծⵖꣲ儗ⰻג׃կ䕵ⶴⴓ䬐
شծ׃罋䣁וז٦ؙٙي٦ثך⚥ծⵖ⡲鷿ׁ׃遤ְծ繟ّٝء٦ذٝئٖفכف
կ寸㹀ׅ٦ٙٝغٝ

�_�졓픦�믆웇픒�잚슮삲��맏�믆웇픎�핟헒픦읊�폂펂�훊헪�짝�싢핞핆픒�멾헣삲��펻픒�빦뿒펂�헪�킪맒뺂펞�핟픒�잚슲몮�쭖픒��삲��퐒컿��맏�믆웇펞컪�짪읊�펺�팒읒삲풎뫊�헪핟�뫊헣픦�풚��슿픒�몮엲펺��퓒�픒�멾헣삲�

RULE INFORMATION

㣐➂侧ח㼎䘔〳腉鸐䎃�ؚٕف٦嫣խ覆➰ٍؗٝ٦تٕمٕسٍؗٝزحإ����ٕسٍٝؗ%&-כתٕس	ٖ 
ٕةٝխ�����ⰼ	玗鴥

※イベントアドバイザーが必要な場合は別途5千円(札幌市内)、通訳必要㹋倵㜥䨽גְאח鑫稢然钠ך䖓ծ秛ㅷ㜥䨽鸬窃ٍؗٝךز٦،ٕس⡲䧭䩛갫剅גח٦ًٕ✲鷏⥋�	傈劤铂٥薉铂٥⚥㕂铂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잜픎�핆풞쿦솒�샎픟�많쁳펾훟�믆웇샇���슲�섢 ��슲�픎�-&%�슲����켆	샎펺
� ������펢	쭎많켆�
˟핂쩲�펂슪짢핂헎많�푢�몋푾�쪒솒���펢	캍옪킪뺂
��펻�푢킲킪핳콚펞�샎�핞켆�핆��빷�핳콚�펾앋�슲�팒�핟컿�쿪컪읊�젢핊옪�칺헒펞�짪콯�	핊쫆펂�폏펂�훟묻펂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䨌⠓陽��ⴓ㹋騧���ⴓぐؚّٕٝء٦ذٝئٖفךف٦�ⴓא׆�
핟헒픦���쭒��킲���쭒��맏믆웇�짪��쭒틷
 RECOMMENDED PLAN

䙼ְ⳿ח婍و٦ذ寸גծגץ⚛ٕسٍٝؗה٦غًٝي٦ث⡲־♳㣄
寸חאגさ׃鑧חծ荈歋֮דծ䕎֮ד窩כز٦،歲կ�䲽ֻ⚅ך
ծכד㜥䨽ך⢪欽ָ♶〳ךさֲկ抟ⴓַծ䠬׃ծ抧ץ⚛ד٦Ⰻ㆞غկ�ًٝ
ٗف⡤꿀麦䧭ׅג寸荈湡垥ךא〳腉կהֿ欽ׅ➿דٕسٍٝؗ%&-
կيؚٓ

추억에 남는 주제를 정하여 팀멤버와 캔들을 늘어놓고 만들어 가는 꿈의 
세계이다. 그리는 아트는 그림, 모양 등 자유롭게 의논해서 하나로 결정한다. 
멤버 전원이서 만든 다음에 불을 켜고 감동을 공유한다. 불의 사용이 불가한 
장소에서는 LED캔들로 대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여 
달성해 나가는 체험 프로그햄이다.

歲⚅ך䲽ֻ㣄דٕسٍٝؗ
양초로 그리는 꿈의 세계

ָז׃،ؙٔؤ؎ؙװ؍ذؽ؍ذؙ،剅ַחأوぐךز٦ء؞ٝؽ
չ#*/(0��պ湡䭷ׅկ⡲䨌⠓陽䖓ծ募ꞿד⟀〾ךぐي٦ث♧俕ز٦ةأחկ♧殢⯓
�ⵃկךي٦ث׃٦ٕ؞ծ׃麦䧭؞ٝؽח
※アクティビティごとに勝敗をつけるなど、様々なアレンジが可能。

찧몮�킪�맏��펞�헏�멚핒퐎��흖읊��뫊졂컪�찧몮읊�졷옪�삲��핟헒픦���핳픦�묺옇펞�재�펂�맏�핂�핊헪��짪��많핳�젊헎�찧몮읊�삺컿몮�몶핆�핂�킇읺�˟멚핒쪒옪�킇읊�많읺쁢�짷킫�슿픊옪솒�쿦헣�많쁳�

RULE INFORMATION

秈���➂�※1チーム5～10人編成｠�剢։��剢Ⰵ㜥俱㔚⡤�➂���ⰼח➭ך麊㌀顤��傈���♰ⰼ玎䏝�※調整可能⻌嵲麣䬪ך募鸐鏬䗳銲կ傈玎锃侭ָ䗳銲ךծ傍ך✮秈٥湱锑ָ䗳銲կ

➂խ侧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샎����졓��˟���_��졓�묺컿��풢_��풢핓핳욚	삶���핆����펢
�푆펞�풂폏찒��핊���잚펢�헣솒��˟혾헣�많쁳�핂솒�맪�펻핂�푢��핊헣�혾헣핂�푢믾�쌚줆펞�킮콛�폖퍋∙캏샂�푢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ⴓ㹋騧���ⴓ邌䕤䒭أٝت؎ؖ
컲졓���쭒�킲����쭒��킫
 RECOMMENDED PLAN

⻌嵲麣䬪ך募ך募ⰻ� ։ ��ַ䨽ח欽䠐ׁח؍ذؽ؍ذؙ،䮋䨌ז׃
ؘظז㉏겗ծ畾꼛ٖٔ٦ծ㣐ֹꟼׅח⻉٦կ傈劤俑ٔٓ؞ٝؽ鹌ָ
ؽ؍ذؙ،ךוկְֻג׃،ؙٔגזה⚵♧ي٦ثծוז㣕ⴖ⚵ךדٔ
甧⡲䨌ךגְאחծ儗ꂁⴓַ鸐ز٦ٕךוծַ䮋䨌ַׅ؍ذ
�杆ֲկ؞ٝؽָז》ّٝء٦؛صُىדⰻي٦ثծג

홋카이도 개척촌 내의 9~16곳에 준비된 게임에 도전하면서 진행하는 마을 내 
빙고 랠리. 일본문화에 관한 문제, 죽마 계주, 큰 톱으로 통나무 자르기 등 
팀원이 하나가 되어 통과한다. 어느 게임부터 도전할 것인지, 어느 루트를 
통과할 것인지, 시간 배분에 대한 작전을 짜고 팀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면서 빙고를 노린다. 

⻌嵲麣ך➂⯓ך凃׃鍑僇
홋카이도의 선인들의 삶을 해명! 

�핂솒맪��խwww.kaitaku.or.jp

많젢퍊잖훊킫칺�խhttp://k-design.kameyam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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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嵲麣ך굸勞⢪欽ؚٝؗح٥ؙؚٝ؍رٕؽي٦ث׃
홋카이도 식재료를 사용한 팀빌딩 쿠킹

캍옪��　www.sapporo-cooking.com 

��➂։���ⴓ։鸐䎃��➂馄ִ㜥さ׀כ鸬窃ְֻׁ��➂������ⰼ玗鴥։銲湱锑�㾊㢩��➂דת㾊ⰻד〳腉㼐כ㾊ⰻך薉铂٥⚥㕂铂㼎䘔〳腉ծٔةآك، ٥ؚٝ ٦ؖٝ㼎䘔〳腉ؽ٦٥ٔؿٝذٕ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խ罋

��졓_���쭒_펾훟	��졓픒�뻦쁢�몋푾펞쁢�펾앋�훊킻킪폲
��졓�������펢	쭎많켆�
_줆픦�푢�킲푆	��졓밚힎쁢�킲뺂펞컪�많쁳
�큲킪쁢�킲뺂펞컪잚�많쁳폏펂v훟묻펂�샎픟�많쁳��킫	찒멂킫�
v믎욶�읺�샎픟�많쁳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嵲麣ך㣐㖑װ嵲ך굸勞⢪欽חي٦ثג׃ⴓַג锃椚ׅկ
ؚٓٗفؚٝ؍رٕؽي٦ث畸ִוז٦ؙծⶼ鸡䚍ٙي٦ث
湱✼椚鍑ךծ⸇罏ず㡦ָז׃Ⱏ剣ׁ׃嚂װׁ׃կ繟ي
넝חהֿ⸬卓ָ֮կ

홋카이도의 농산물과 해산물을 사용하여 팀별로 조리한다. 
팀워크, 창의성 등을 겨루는 팀빌딩 프로그램. 
맛과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참가자들 간에 서로를 깊게 이해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㛇劤涸ז⡲倯٦ٍثؙٖך闌䌌ַֽ」䖓ծ։��➂חف٦ؚٕךⴓַծؔ
遤ֲկ㻢叨דוז倯ֽא٦ؙծծⶼ⡲䚍ծ渿ٙي٦ثկ⡲٦ُصًٕشآٔ

맣칺옪쭎��믾쫆헏핆�잚슪쁢�짷쩣픒�힎솒�짩픎���_��졓픦�픊옪�빦쀦펂�폲읺힎뻞�젢쁂읊�잚슮삲��풚��잩��픦컿�샂픚캖�슿픊옪�킺칺삲�

RULE

٦锃椚㻢叨鑐굸邌䕤䒭ٍثؙٖ
힎솒�혾읺�킺칺�킪킫��킫
 RECOMMENDED PLAN

INFORMATION

ח湡鋅װկ⡲٦ٖؕف٦أךٕشآׇٔؔさ穈ח荈歋굸勞װأ؎ػأ
䊨㣗Ⳕ׃ծ؎ٝ٦ٖؕف٦إٔشآ֮ٔؔزؙػ湡䭷ׅկ

킮욚퐎�킫핺욚읊�핞퓮옻멚�혾펺�폲읺힎뻞�쿦��엖읊�잚슮삲��잩뫊�졶퍟핂�홙픎�맪컿헏핆�폲읺힎뻞�쿦��엖읊�졷옪�삲�
Ӫ�수프 카레 도전

⻌嵲麣ך눴➜겲٥ꅿ蝲וז⢪欽ג׃ⶼ⡲㼐⡲ծ؎ٝةأ僥ִׅفחֲ״
կ邌植ׅחز٦ٖ

�핂솒픦�칾줊뫊�퍊��슿픒�칺푷펺��핟�큲킪읊�잚슲몮�젙힒�칺힒픒��픒�쿦�핖멚�헟킪펞�팒읒샃멚�삲�
Ӫ�창작 스시 만들기 도전

⻌嵲麣ך傈劤ꂊزحإؚٝ؍ذأ؎ذ珏

�핂솒픦�핊쫆��훊�킪픚�켆��홓
옵션

PROGRAM MENU

Ӫآٍٖٝث٦ٖؕف٦أ�

Ӫ�ⶼ⡲㼐⡲آٍٖٝث

ّٝء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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ⴱגꨒח鍗ד➂孡鯪ח嚂ٕؽ٦ٌظأֹדָהֿ׃կ
ⱴך⻌嵲麣Ⰻ魦דֹדָהֲֿկ㿊갥زحّءزأكךד
ג׃הيؚٓٗفؚٝ؍رٕؽي٦ثծדה畸ֲֿחה׀ي٦ث
㼎䘔〳腉կ

처음 눈을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노모빌. 겨울의 
홋카이도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 산정상에서 팀별로 베스트 
샷을 겨루는 팀빌딩 프로그램으로도 대응 가능.

ٕؽ٦ٌظأ
스노모빌

���➂玎䏝��ⴓ։��剢♳傐։�剢�➂������ⰼ։ٖٕٝؑؐة،鴥※コースによるٗهح؟سٕٝٓؽ٦ٌظأ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졓�헣솒��쭒_��풢�캏쿪_�풢�핆������펢_�	쫃핳�샎펺�
˟�큲펞�싾않�삲읒큲뽆졶찚앪슪�캍옪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큲뽆졶찚앪슪캍옪խwww.snowmobilelandsapporo.com

�罈蕯歑㥍ծ铩ד嚂זؚٝٔٔأ׃ꤏ《さ䨌կي٦ثⰻדծ
余ծ侯ג寸䕵ⶴה٦ػ؎شأ٦ծتٝؑؿ؍ر٦ծؕحة،
ؚحٓؿךꤏ㖑ך侯חկ儗ⰻזה㣟呓կ䔉ָ䔲
㤽《ָي٦ث׃ⵃזהկ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릴있는 땅따먹기 게임. 팀 내에서 
공격수, 수비수, 저격수로 역할을 정하여 적을 공격한다. 총알을 
맞으면 실격된다. 시간 내에 적의 깃발을 탈취한 팀이 승리한다.

ي٦ٕغ؎غ؟
서바이벌 게임

�։��➂玎䏝��ⴓ։�剢♳傐։��剢♳傐➂�����ⰼ։ٔٗهح؟ز٦ب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_��졓�헣솒��쭒_�풢�캏쿪_��풢�캏쿪�핆�����펢_읺혾�캍옪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
핳콚

麊鯄⯜鏩ד׃ז⡤꿀ٕٔأֹד弫挿ך㔊鰵٦ؘغկ鞢ַז啾卌
կ؍ذؽ؍ذؙ،ך晊䘯䠬弫挿꽀ֽ䫙ֽ

운전면허 없이 체험할 수 있는 스릴 만점의 사륜 버기카. 풍부한 
삼림을 질주하는 상쾌감 만점의 레저 스포츠.

㔊鰵٦ؘغ
사륜 버기카

��➂玎䏝��։��ⴓ�剢♳傐։��剢♳傐�➂�����ⰼ։�※コースによるٔٗهح؟ز٦ب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ꆃ湡㸜
㜥խ䨽

��졓�헣솒��_��쭒�풢�캏쿪_��풢�캏쿪�핆�����펢_��˟�큲펞�싾않�삲읒읺혾�캍옪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80/%&3-"/%�4"11030խhttps://www.wonderlandsapporo.com

80/%&3-"/%�4"11030խhttps://www.wonderlandsappo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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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ה娄ֻֿח⽃知ד♳ך倜ꨒךססծה㾶ֻ٦ُء٦ظأ
כדծ傈䌢וז⠓ֲ⳿ח駈騊ךծ暟⚥ך歲⚅ךկ涯ꋒֹד
湡䭷ׅ٦ٕ؞חה׀ي٦ثկ׆כֹד⡤꿀ָז暴ⴽְזִ
ٝ؍رٕؽي٦ثծדהֿ կֹד崞欽חؚ

설피를 신으면 폭신폭신한 눈 위를 걸을 수 있다. 은백의 세계에서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등 일상에서 맛 볼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팀별로 골인을 목표로 하는 등 팀빌딩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٦ُء٦ظأ
설피

剑㣐��➂�※50人以上は要相談��ⴓ�剢⚥傐։�剢⚥傐꽎鮦俱ꆃ㣐㘗鮦����ⰼծⰅ㕦俱٦ُء٦ظأ٥顡⳿搀俱忒ꅿس٦ٙ٦ٕظأ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խꆃ
㜥խ䨽

�샎���졓��˟��졓�핂캏픎�캏샂�푢잫��쭒�풢�훟쿪_�풢�훟쿪핓핳욚�컲�샎펺�줂욚��훊�푢믖	샎������펢
삲�뽆�큲뽆풢슪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խꆃ
㜥խ䨽

삲�뽆큲뽆풢슪խwww.takinopark.com

ⴱ䗰罏ד孡鯪ח嚂خ٦هأ׃կ湡垥ׅהⰼأؐع
ך٦ָٝⰼزأ婍חկ剑穄涸ׇ徽ח♳宔٦ٝزأגָֽ
⚥䗰ח剑鵚ְָي٦ث䖤挿䖤կ

초보자라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목표로 하는 표적(하우스)을 
향해 스톤을 빙판에 미끄러뜨린다. 마지막에 남은 스톤이 표적 
중심에 근접한 팀이 득점한다.

ؕ٦ؚٔٝ
컬링

�샎���졓��쭒�쏞쁢����쭒켙ퟆ�풢푢핊	묻몋핊핆�몋푾펞쁢�뼅ퟆ�풢푢핊
�펾잞펾킪	��풢���핊_�풢��핊
�˟�풢��핊_�풢��핊�퓮힎쫂쿦�뫎�폖헣��졓����쭒��잚��펢������쭒���잚��펢˟�잏킪�칺푷욚�힎솒욚��잏푷�샎펺욚�솒밂��잏�큲�싢풎

핆풞�쿦
콚푢킪맒
뫎핊
푢믖�믾훎
핳콚

ꨒך椔⢪גծ�ًך⯓ٕز٦侧㶵湍㼗䫙ֻկ铩ד知⽃חծ
ꨒה嚂ي٦ֹדָז׃կ

눈뭉치를 사용하여 8m 앞의 숫자판을 꿰뚫는다. 누구나 쉽게 눈을 
접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

ꨒ椔زؐ،ؙحٓزأ
눈뭉치 스트럭아웃

��։��➂玎䏝秈��ⴓ��剢♴傐։�剢♴傐〴�����ⰼ劦䌽䋐ⰻ˟⠓罏	薉铂㼎䘔
ָ䗳銲ז㜥さכⴽ鷿�♰ⰼ٦ؗأ㜥װ꽎鮦㜥וז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խꆃ
㜥խ䨽

��_��졓�헣솒퍋��쭒��풢�쿪_�풢�쿪�맪������펢	캍옪�킪뺂
�˟칺핞	폏펂�샎픟
많�푢�몋푾펞쁢�쪒솒������펢큲�핳핂빦�훊�핳�슿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훊킫칺앦삫�խwww.p-hokkoh.co.jp

솒밂�잏큲�싢풎խwww.sapporo-sport.jp/curling

�։�➂ي٦ثד⡲ծ�➂�椔ִ♷א׆ꨒ椔䫎ג־ծ侧㶵湍㼗䫙ְְֻגկ㼗䫙ְ侧㶵ךさ鎘挿װ卐侧畸ծي٦؞ٝؽ䕎䒭ד㹋倵ׅהֿ〳腉կ

5, 6명으로 팀을 짜고 1명에게 5개씩 주어진 눈뭉치를 던져 숫자판을 꿰뚫는다. 꿰뚫은 숫자의 
합계점과 장수를 겨루거나, 빙고 게임 형식으로 즐기는 것도 가능.

TEAM BUILDING RULES

剑㣐��➂��ⴓכת���ⴓ痥�剢刑傈牜傈ך㜥さכ痥�剢刑傈ծ䎃劣䎃㨣��剢��傈։�剢�傈
※5月25日～7月10日メンテナンス休館予定��➂���ⴓ������ⰼ�����ⴓ�������ⰼ
※カーリングシート使用料、指導料、カーリング用品のレンタル料含むي،آةأ٦ֲֺؚٔٝؕו

➂խ侧
䨽銲儗
⠅긫傈
俱ꆃ湡㸜
㜥խ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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㕂ⰻ㢩ד㣐➂孡ך涯ְ䛃➂חծز٦ّٖث⢪ג窩䲽ֹծؔ
ٝ؟ד٦ؗحؙز٦ّٖثز؎ٙمկ⡲٦ؗحؙٕشآٔ
䲽ֻֿח荈歋窩װ俑㶵ח涯ְ䛃➂秈��DNך㘗ز٦ع׃س
կֹדָה

일본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은 시로이 고이비토에 초콜릿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오리지널 쿠키를 만든다. 화이트 초콜릿을 쿠키로 
감싼 하트형 시로이 고이비토(약14cm)에 문자나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

猘ך涯ְ䛃➂սֶ窩䲽ֹأ٦վ
나의 시로이 고이비토【그림 그리기 코스】

剑㣐���➂秈��ⴓ鸐䎃�➂�����ⰼ玗鴥�※別途入館料涯ְ䛃➂٦ؙػ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խꆃ
㜥խ䨽

킪옪핂몮핂찒��խwww.shiroikoibitopark.jp

傐ך卓暟يٍآד⡲կ䱰甧ךג卓暟⢪يٍآךג⡲կ勞
俱כחծׁ ծٔ׀ְװרֻ ծٕכוז؞ٝ ծؚـ٦غ
הծ　琿⡤꿀לկ儗劍ָさִ֮卓暟ְ׃棆ְה٦ٔكؤ
穈さגׇ㹋倵ֹׅדהֿկ

갓 따낸 과일을 사용한 잼 만들기. 재료에는 체리, 딸기, 사과 등은 
물론, 루바브, 구즈베리 같은 진귀한 과일도 있다. 시기가 맞으면 
수확 체험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يٍإُٓٓثش
제철 과일 잼만들기

�샎���졓펾훟�핆�����펢_�핢�뫊쿦풞뫊핊픦�홓윦펞�샎컪쁢�줆픦�푢잫�찚싷�옪믆앶�킲킪쁢��핢�펞���핂�잏펞�줆픦	폏펂�샎픟�많쁳
XXX�IBLLFO[BO�KQ�FDPDBUFSJOH

핆풞�쿦
킪믾

푢믖�믾훎
핳콚
찒몮

�핢뫊쿦풞խwww.hakkenzan.jp

倜늫ז欰ؙٔي٦⢪ג⡲כ٦ةغ呓ⴽկ勞俱Ⰵٝؽ
حؙٓגկ⳿勻甧ָ♳➬٦ָةغזַװתծה竲ֽ䮶
կ鑐굸ׅגֽאח٦ؕ

신선한 크림을 사용하여 만드는 버터는 특별한 체험. 재료를 넣은 
병을 계속 흔들면 부드러운 버터가 된다. 막 만들어낸 크래커에 발라 
시식합니다.

٦⡲ةغ
버터 만들기

剑㣐��➂��ⴓ玎䏝鸐䎃�➂����ⰼוהׁٗهح؟խ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խꆃ
㜥խ䨽

�샎���졓��쭒�헣솒펾훟�핆����펢칺�앎솒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칺�앎솒խwww.satoland.com

※詳しくは公式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샎����졓퍋��쭒펾훟�핆�����펢	쭎많켆�
�˟핓핳욚�쪒솒킪옪핂�몮핂찒���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캏켆�뺂푷픎�뫃킫�핂힎읊��혾�훊킻킪폲�

剑㣐��➂鸐䎃�➂����ⰼ։Ⱂ㿊卓埠㕦卓暟ך珏겲כגְאח銲㉏さׇؚٝ؍رٕؽي٦ث㹋倵כծ/10Ⱂ㿊ؚؒٝٔة٦؛薉铂㼎䘔〳腉דתխXXX�IBLLFO[BO�KQ�FDPDBUFSJOH

➂խ侧
儗խ劍
俱խꆃ
㜥խ䨽
⪒խ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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傈劤ך䨌㕂儗➿ַ寐䨫儗➿גַֽח㶷㖈׃䗼ךן罏չ䗼罏պկ圫ղז
➬䱦ָֽ倵ׁ䗼罏㾊侲דծ䗼罏邅鄲ְהתծ䗼遭ծ遭ծ䩛酅ծ
ォֹ濶וז劤呓涸ז⥜遤ח䮋ךז֮㪦כծ4/4僥ִ麩ְ׃ז
䗼罏כ٦ّءծג׃הّٝءؙٓز،٦؍ذ٦ػ䲿⣘〳腉կ猼
䗼罏ך⚅歲ָ粸䎢־劤呓涸٦ָّءז嚂׃կ 剑㣐��➂鸐䎃��ⴓ㣐➂����ⰼծ㶨⣘���ⰼ�媷ꤏ⡤꿀ծ䗼罏⚥䗼֮أ٦銲㉏さׇչ⻌嵲麣䗼罏麣պ麣㜥傈劤铂٥薉铂㼎䘔ծ➭鎉铂ך㜥さכ鸐鏬䗳銲կ䗼罏ך٦ّء鑫稢כ銲㉏さׇկ

➂խ侧
儗խ劍
䨽銲儗
俱ꆃ湡㸜
㜥խ䨽
⪒խ罋

�핂솒삚핞솒 /*/+"�%0�� http://hokkaido-ninjado.com/

知⽃ד٦ٕٕז铩ד孡鯪ח遤ִ⻌嵲麣涪牫خ٦هأךկ繟ְ׃荈
搫כדأ٦֮ח⚥ךծ؞٦ؙػ կ׃嚂啾卌嵭חず儗הٕؿ

간단한 규칙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홋카이도에서 
탄생한 스포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정비된 코스에서는 파크골프와 
동시에 삼림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

ؿٕ؞٦ؙػ
파크골프

뽆섦큲�խwww.northern-horsepark.jp

剑㣐��։��➂�ؚٕف٦剑㣐�։�➂٦ٕم��秈��ⴓ�剢։��剢٦ٕم���➂����ⰼ麣Ⱗٕةٖٝך俱ろ�※別途入園料٦ؙػأ٦مٝؠ٦ظ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խꆃ
㜥խ䨽

�샎���_��졓	�혾펞��샎��_�졓
��퍋��쭒�풢_��풢���핆����펢	솒묺�샎펺욚�
�˟핓핳욚�쪒솒뽆섦�큲��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일본 전국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존재했던 밀정, “닌자”.여러 장치가 있는 
닌자 저택에서 닌자 의상을 입고 닌자 무술, 검술, 수리검, 바람총 등 
본격적인 수행에 도전하는 모습은 사진에도 멋지게 잘 나올 것이다！
닌자쇼는 파티 어트랙션으로도 제공 가능. 비밀스러운 닌자 세계가 
펼쳐지는 본격적인 쇼를 즐길 수 있다.

䗼罏⡤꿀
닌자 체험

�샎���졓펾훟��쭒펂읆�����펢�펂읾핂���펢빪����훟삚	⚥䗼
�큲솒�핖픚줆픦�푢잫ˑ�핂솒삚핞솒˒�솒핳핊쫆펂�폏펂�샎픟�많쁳�믾��펆펂쁢��펻�푢�삚핞쿊픦�캏켆�뺂푷픎�줆픦�푢잫�

핆풞�쿦
킪믾
콚푢킪맒
푢믖�믾훎
핳콚
찒몮

⻌嵲麣إص歕ך暜㜥ד䶆ծ倜늫ז暋✋⢪欽ג׃ծ䩛⡲أ؎،
،ך늫䏝䫙纇⡲ָז滗ծ繘骡㿊ד㢩כחկ㢙㜥⡲ي٦ؙٔ
呓דגֹדծכي٦ؙٔأ؎،⡲ד窫ㅷկ荈ⴓכي٦ؙٔأ؎
ⴽׅד

홋카이도 니세코초의 목장에서 짠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여 수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여름철에는 야외에서 요테이산을 바라보며 
만드는 신선도 발군의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은 각별한 맛입니다!

⡲ي٦ؙٔأ؎،
아이스크림 만들기

剑㣐���➂��ⴓ鸐䎃	�剢�傈_��傈ꤐֻ
�➂�����ⰼإص넝堀暜㜥ؙٕى�䊨䨺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խꆃ
㜥խ䨽

�샎����졓��쭒펾훟	�풢�핊_��핊�헪푆
�핆�����펢삖켆��삲�킪�졷핳��푾퓮�뫃짷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핳콚

삖켆�삲�킪졷핳��푾퓮뫃짷խwww.niseko-takahashi.jp/milkkobo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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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宔穠׃宔♳ⰼ朐חⴖ׃⳿㔐鯄ׇׁٕإ٦ٕؕأ؎،կ
㔐鯄ׅחٕإ٦ٕؕأ؎،䏟ծהײ崧兝葿鋅גկ㻅鯄
ծכ圫ך勻⳿ָהֿ׃嚂חկ䙼ְ䙼ְג鋅圫瑞ָ㔐鯄ׅד
պկس٦ٓٝ؞٦ًٔךչ宔חׁת

㝛ؽٖذשׁ
삿포로 TV탑

캍옪�57�խ�www.tv-tower.co.jp

劦䌽⚥䗰鿇ך㣐鸐Ⱅ㕦ח⡘縧ׅչׁؽٖذש㝛պկ�
ꥡכחծ㢳湡涸ח崞欽٦ָٕ֮مֹדծف٦؍ذ٦ػ
կְג欽䠐ׁٝٓ

삿포로 중심부의 오도리 공원에 위치한 ‘삿포로 TV탑’. 2
층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홀이 있고 파티 플랜도 
준비되어 있다.

��➂��ⴓ�剢։��剢�➂����ⰼ

➂խ侧
䨽銲儗
儗խ劍
俱խꆃ

��졓��쭒�풢_��풢�핆����펢

핆풞�쿦
콚푢킪맒
킪믾

푢믖�믾훎

兛媮鍑佝ְׁזְגꬊ䌢ꥡ媮���媮ג♳ծ㾜劄〴湡䭷ׅ暴ⴽז⡤꿀ָ〳腉կ

헒잫샎읊�졷옪�콚�맪짷힎�팘쁢�찒캏몒삶픒����삶�폺않많쁢�쪒��핂�많쁳�

Ӫ�삿포로 TV탑을 계단으로 올라가 보자
ֲ״ג♳דꥡ媮㝛ؽٖذשׁ

PROGRAM 1

펾훟��˟삲읆�핂쩲�슿픊옪�핆�킪�쿦�펔쁢�몋푾솒�핖픚�잚펢_콚픦�핊욶짆뻲핂켦�헞슿�킪맒�뺂펞��쿦�핖삲��삶캗�핂짆힎��얺�킪많�많쁳

킪믾
푢믖�믾훎
찒몮

캍옪�57�픦�-&%핊욶짆뻲핂켦픒�폲읺힎뻞��얺옪�헞슿�쿦�핖삲�

鸐䎃�※他のイベント等で実施不可の場合あり�♰ⰼ։鸐䌢فح،ز؎ٓך儗ⰻהֿ֮דկ⽃葿ך٦ٓؕآ٦ً؎ך邌爙ָ〳腉կ

儗խ劍
俱խꆃ
⪒խ罋

կֹדָהֿ挿抧ׇׁח٦ٕٓؕشآّٔؔٝء٦طىٕ؎%&-ך㝛ؽٖذשׁ

Ӫ�오리지널 컬러로 일루미네이션 점등
فح،ز؎ٓד٦ٕٓؕشآٔؔ

PROGRAM 2

두껍게 얼어붙은 빙판을 원형으로 잘라 회전시키는 아이스 캐러셀. 
회전하는 아이스 캐러셀에 앉아 느긋하게 경치를 바라보거나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등 자신의 방식대로 즐길 수 있는 실로 ‘빙상의 
회전목마’.

빙상의 회전목마 ‘ICE CAROUSEL(아이스 캐러셀)’

INFORMATION

銲㉏さׇכ䖓⟄ךծְָ׃ת歍鴥ָ劄ךדת嗚鎢կ����䎃�剢갦חٕـءٖؗؿ㹋倵ךד廩ך����䎃�剢։�剢銲㉏さ銲湱锑կ麣ⰻぐ㖑⛦ָ➂���㔐秈כחٕإ٦ٕؕأ؎،

➂խ侧
儗խ劍
俱խꆃ
㜥խ䨽
⪒խ罋

팒핂큲��얺켎픎��퍋���졓핂�핂푷����뼒��풢։�풢줆픦�푢잫캏샂�푢잫���핂솒�맏힎픦�쿦펞컪�킲킪�쿦�핖솒옫�멎�훟�����뼒��풢밚힎�킮�훊킪졂�홙멮힎잚�믆�핂쁢�줆픦훊킪믾�짢앛삖삲�

핆풞�쿦
킪믾
푢믖
핳콚
찒몮

NEW

https://www.cruisekitchen.com/hokkaido-ice-star-project
https://youtu.be/PWNRpP6_OCg

宔س٦ٓٝ؞٦ًٔךչ*$&�$"3064&-،؎ٕإ٦ٕؕأ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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劦䌽ךⴱ㢙ך괏暟鑖չ:04",0*٦ا
ٓٝ牸պկ넝濼源涪牫ךչְֿׁ״牸
٦ٓٝاծ⻌嵲麣孖闚չה뒊㶨ךպ
眍պさךٕشآׇٔؔ驆֮ד
驆糺ח魦邅鄲זַװկ葿늫
㶨ך⮚꧇ד⸂䓼ְ纇莸ָծ٦ػ
㹋א䭯կⰅ颣穗꿀幐ִ螟ח؍ذ
⸂崢זٕؿٙػ״חي٦ث莸ְװծ
㷕欰״חي٦ث蕯ׁ彡怴莸ז
կ֮דתׂתׁ暴䗙ךي٦ثծו

삿포로의 초여름의 풍물시 ‘YOSAKOI 
소란  축제 ’ .  고치현에서  시작된  
‘요사코이 축제’의 나루코(소리를 내는 
도구)와 홋카이도 민요 ‘소란부시’를 
합친  오리지널 춤이다 .  다채롭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춤꾼들의 우아하고 
힘찬 군무가 파티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준다.  입상 경험을 가진 
실력파 팀의 파워풀한 춤과 학생 팀의 
생기 넘치는 연무 등,  팀의 특징도 
가지각색이다.

٦ٓٝ驆ا*0,"04:
YOSAKOI 소란 춤

ת欰ㄤ㣕렼怴㤈ַזؙحىش؎ت
갟ֹ床חְםծ⠓㜥ְכ䮶ה갈
ծכחկ⻌嵲麣ׅ⦜㖇ךծ耮ֻ
㕂ꥷ涸ח崞鬨ׅㄤ㣕렼ؚٕכف٦
ծֶג㔚⡤ָ䲧זծ⦐䚍鞢ַׄ
⻌嵲麣׃הو٦ذ怴㤈דוז⸇
罏䟦ֹֽאծ٦؍ذ٦ػ渿־♳
ךկ⠓㜥ְַג䕵顠♧חך
⸇㘗أٝو٦ؓؿػ〳腉֮דկ

역동적인 와다이코 연주에서 나오는 
소리와 진동은 회장에 힘차게 울려퍼져 
청중을  압도한다 .  홋카이도에는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와다이코 그룹을 
비롯하여 개성이 강한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홋카이도를 테마로 한 
연주로 참가자를 매료시키고 파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한몫한다.  
회장에서의  참가형  퍼포먼스도  
가능하다.

ㄤ㣕렼
와다이코(일본 북)

峸鯪♲简הㄤ㣕렼ך倜ז〳腉
䚍䱱実ׅزحصِկ剅ծ莸驆ծ螟
麣ךוז殯װٍٕٝآז嵲㢩،٦
剑ّٝء٦ٖنٓךהزأ؍ذ
䖤䠐ׅהկ

쓰가루 샤미센과 와다이코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룹 . 서도 ,무용 , 
꽃꽃이 등의 서로 다른 분야와해외 
아 티 스 트 와 의  공 동 작 업 이  
주특기입니다 .

♲简ㄤ㣕렼ㄤ䗰ؤ٦ؠٓـ
샤미센&와다이코 일본북(와코코로 브라더즈)

https://youtu.be/lmz9d1jxwa0

https://youtu.be/SmqJy5mCW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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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嵲麣搶㽰䃊⳿魦կ��娕ד峸鯪♲
简统ְׄכծ�����䎃峸鯪♲简
傈劤♧寸㹀䨌"秷ך鿇⮚կ圫ղז
ծ㕂ⰻّٝء٦ٖنٓךהٍٕٝآ
㢩ד崞遤ֲկ⻌嵲麣➿邌ׅ
蕯䩛ف٦م峸鯪♲简怴㤈罏

홋카이도 야기시리 섬 출신 .7 살부터 
쓰가루샤미센 (  악기 )  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2013 년 쓰가루샤미센 
일 본 최 고 결 정 전  A  급 부 에 서  
우승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와 
콜 라 보 레 이 션  공 연 을  하 면 서  
국 내 외 에 서  활 동 하 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젊은 
유 망 주 로 서  쓰 가 루 샤 미 센  
연주자입니다 .

♲简䗼䓘
샤미센(니야)

黅50/&�갈խ佦鿢ˑ�⻌嵲麣˒٦ذ�
ؘח皪ה嚂㐻ծ㽯Ⱂך傈劤〢勻חو
ד㤈갈嚂ְ׃⮚ծׇさ穈٦ة
갈葿ךկչ黅50/&�갈պف٦ؚٕ➂
ָծ⻌嵲麣ך䎢㣐ז兝葿䙼ְ䲽ַ
կׇ

도네  고향  ‘홋카이도 ’  를  테마로  
전통퉁소인 샤쿠하치와 전통 현악기 소
( 쟁 ) 그리고 기타를 함께 연주하는3 
인 그룹 . ‘도네’ 가 연주하는 음악은 
홋 카 이 도 의  광 대 한  경 치 를  
표현합니다 .

黅 UPOF�갈
도네

劦䌽ך蔃叛歲ך⠗窟㸚竲ֽծせ
俱❪ד竰ָֹגչ蕯叛茼崧պך
蔓罏כծ傈劤ךכדז⠗窟俑⻉ך
♲٥㇓ה驆ךկ蔓罏ׅדאהמ
简ך蒅דַװ磏ז⚅歲ֶ嚂׃
ծ鎸䙀乆䕦כח䖓ךկ莸〴ְֻׁ
〳腉ׅדկ

삿포로  화류계의  전통을  지키며  
명 문 요 정 에 서  대 를  이 어  온  ‛
와카야기신류 ' 의 게이샤들은 일본 
전통문화의하나입니다 . 게이샤들의 
춤과  노래  , 샤 미센이  자아내는  
화려하고  멋들어진  세계를  즐겨  
주십시오 .  무대가 끝난 다음에는 
게 이 샤 들 과  기 념 촬 영 도 할  수  
있습니다 .

蔓罏
게이샤

https://youtu.be/RLGpfdXwbwM

https://youtu.be/296Zz8pCY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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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嚂חさגׇծ㣐㘗ך蔃㐻ش؎تח
٦ؓؿػ遤ֲ㹋怴欰ֽ鴥חؙحى
欰ֽחծ⸇罏ד⚥կ㹋怴鷿أٝو
鴥⡤꿀ְג׃ծ⸇罏ה♧筰
♧կ⠓㜥Ⰻ⡤ָ־♳ⶼ⡲ㅷח
⡤זה䠬ת⺪דկ

음악에 맞춰 대형 수반에 다이내믹하게 
꽃 꽂 이 를  하 는  실 연  
퍼포먼스 .퍼포먼스 도중에 참가하여 
꽃꽂이를체험하며  같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 회장 전체가 하나가 
되는 감동을선사합니다 .

欰ֽ蔃ٓ؎ـ
꽃꽂이 퍼포먼스

⻌嵲麣ך⯓⡝孖做،؎ךض娖〷٥俑⻉
䭷㹀חꅾ銲搀䕎孖⤹俑⻉頿ךծ㕂
濼ג鸐ׄ〢䒭莸驆ض؎،ְגׁ
ؙحيկ ٔ〡楨ٝزװ ٔ✿䓚
楨ךוז⠗窟嚂㐻怴㤈遤կ

홋 카 이 도  선 주 민 족  아 이 누 의  
역 사 와 문 화 를  국 가 지 정  
중 요 무 형민속문화재인  아 이 누  
고식무용을 통해 알 수있습니다 .  
“뭇쿠리  (  구금  ) ”  과  “돈코리  (  
오 현 금  ) ”  등 의  전 통 악 기 도  
연주합니다 .

孖做⠗窟莸驆ض؎،
아이누 민족 전통무용

�����䎃ח劦䌽ד穠䧭ׁךض؎،
ⶼ⡲꧊㔚կ갈嚂٥驆٥䩛➬✲ךוז
⠗窟涸俑⻉ך竰䪫׆תוהחծ植
➿涸ז䩛岀》Ⰵָזչ،؎ض
ךض؎،կְג׃䎢ֻ邌植歲պ⚅ך
⠗窟涸ז嚂㐻ծחؙٔحيװٔٝز
Ⱏךהծ荈搫ִ⸇瘝أ٦كװ٦ةؘ
欰و٦ذוז䭯刼ض؎،铂ה
傈劤铂ד姏ְծ怴㤈ְג׃կ

2000 년에 삿포로에서 결성된 아이누 
창작집단  .  음악  ,  춤  ,  수공예  
등전통문화 계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수법을 가미하면서 ‘아이누의 
세계’ 를 두루 표현하고 있습니다 .  
아이누 전통악기인 돈코리와 뭇쿠리에 
기타와 베이스 등을 함께 해 자연과의 
상생 등 테마가 있는음악을 아이누어와 
일본어로 부르며연주하고 있습니다 .

زؙؑآٗفز٦،ض؎،
아이누 아트 프로젝트

https://youtu.be/zPnrj3syiEo

https://youtu.be/AOKgNVdwhwk

https://youtu.be/SY3YjyxjH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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כ㤈嚂ف٦ؚٕٕـٝ؟ٝ،
劦䌽⚥䗰ח崞鬨⚥ך蕯䩛怴㤈㹺ה
劦䌽❛갟嚂㔚٥껷䌎ؔؒن٦㤈罏�䀵
䃵䒽僅孑״ח����䎃ך僰ח穠䧭׃
怴㤈嚂㔚կؙ حه갈嚂ַؙحءٓ
ٍٝآծוזؤٍآծ僥歗갈嚂ծأف
ְג׃✪눁耮遚ד怴㤈馉ִٕ
嚂刼ׇさחو٦ذך؍ذ٦ػկ
կ֮ד怴㤈ָ〳腉ך

앙상블 그룹 소라는 삿포로를 중심으로 
활약  중인  젊은  연주가와 삿포로 
교향악단의 수석 오보에 연주자인 
이와사키 히로마사 씨가 2008년 봄에 
결성한 연주악단. 클래식 음악에서 팝, 
영화음악,  재즈 등 장르를 초월한 
연주로  청중을  매료시키고 있다 .  
파티의  테마에  맞춘  악곡  연주가  
가능하다.

㤈嚂ف٦ؚٕٕـٝ؟ٝ،
앙상블 그룹 소라

圫ղדٍٕٝآז崞鬨فحزְג׃
ד⚥ծ⚅歲ת麦ָ꧊ٍٝءآ٦ُى
䠥ְׁג孖做٥莸驎갈嚂怴㤈ׅ
嚂㔚կؔך➂穈ך劦䌽㖈⡝ شآٔ
歲偆⚅דתծד갈嚂ס֮؍ذٔ
遤ֹההמזֲ״ְג׃怴⳿׃
瑞ך倜䋆늪ךכדזկ⻌嵲麣ׅת
ֹ盲ד⡲ؙٖؐ չٖٖٖ؛ٍءպד
կֹד怴㤈ך
㼭卌榳邅7-/
뢷谏啾✿(.-/
劉 ⦋ ˑ04)08 ˒ �㼿 ㄤ# 5 * / �
8)*45-&

여러 장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류 
뮤지션들이 모여 세계 각지에서 사랑 
받고 있는 민족 무도 음악을 연주하는 
삿포로에  거주하는  4인조  악단 .  
독창성이  넘치는  음악으로  마치  
세계여행을  즐기는  듯한  시간을  
연출한다. 홋카이도에서만 볼 수 있는 
연어절임 나무상자로 만든 우쿨렐레 
‘샤케렐레’의 연주도 가능하다.

고바야시 루이(바이올린)　
사이토 신고(기타, 만돌린)　
아사쿠라 ‘oshow’ 나오카즈(베이스, 틴 휘슬)
이데타 도시카즈(타악기)

⚅歲偆遤갈嚂㔚שׁךֹא�
세계여행 음악단  쓰키노산포

㕂ⰻ剣侧ךؤٍآך遳ծ劦䌽կ㕂ⰻ㢩
劦䌽ָٍٝءآ٦ُىٕكٖفحزך
ٓדծ䋐ⰻぐ䨽׆㉏꧊ְծ儎㢸ח
遤ـ؎ չֲ4"11030$*5:�+";;պկ
㕂ⰻ㢩ד䎢ֻ崞鬨ׅٖف٦ةؘ؎
َ٦٥㿊加绤䎂孑וזծ岣湡٦،ך
牸ךؤٍآׅ⳿侧㢳ֻ鰳زأ؍ذ
Ⱙծչ4"11030�$*5:�+";;պד 崞 鬨
怴㤈կ״חוזزأ؍ذ٦،ׅ

일본에서  손꼽히는  재즈의  고장  
삿포로 . 국내외 톱클래스 뮤지션이 
삿포로에 모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내 각지에서 라이브를 실시하는 
‘삿포로 시티  재즈 ’  .  국내외에서 
널리활약하는 기타 연주자 야마키 
쇼헤이 씨  등  주목의  아티스트를 
수없이배출한 재즈의 제전 ‘삿포로 
시 티  재 즈 ’  .  에 서  활 약 하 는  
아티스트들의연주 .

�4"11030�$*5:�+";;ؤٍآ
재즈(SAPPORO CITY JAZZ)

https://youtu.be/vxk65TS96TA

https://youtu.be/e4Oo9qOJZ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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傈劤ך倜䎃ך⭑䒭דאהמךծꂊ埥
ծ倜ג鋅甧חꖎ㺊ך牞圫覆♳ך
爵격ׅוז䏿ծ䎊状⨳װ涪⳿ז
ֹֻ״㪬דב加կ埥ך
ⶴծ埥ך⚥ך傈劤ꂊָ⸇罏ח䮶
ך؞噟ٗ⟰כח卙ךկ加莸
ⵟ⽩〳腉կ

일본의 새해 의식의 하나로 술통의 
뚜껑을 신이 깃든 거울에 비유하여 
새로운  출발과  건강 ,  행복  등을  
기원하는 의식. 술통을 나무망치로 
힘차게 깨부수고 술통  속의  일본  
청 주 를  참 가 자 에 게  대 접 한 다 .  
나무술잔에 기업 로고 각인도 가능.

ꖎֹ
가가미비라키

傈劤כדծ〢勻ַ牜ְ✲חןך
귓ָֹא遤ְגկ鯪䘯ז귓א
ֹ㓞㶨ךֿה׳מֶַה驆կ牸
ֿו։׳׃ְ״չג滠נכך
։ ְպך䱦ֽ㡮דזחהה귓
כ귓ֶָ♳⡤꿀կ⳿勻ֹא
⸇罏תסחկ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떡을 찧었습니다 . 경쾌한 
떡 방 아  민 요 와  익 살 스 러 운  
오카메횻토코  춤  .  축제용  의상  
핫피를입고 ‘요이쇼 ! 돗코이 !’ 라는 
추임새와 함께 떡방아 찧기를 체험 . 
찧 은떡은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

귓ֹא㓞㶨
떡방아 민요

https://youtu.be/-EJiHKT9RUE

劦䌽㖈⡝ךⴖ秵،زأ؍ذ٦
չ,*3*(".*45�⼪ ꤿ$)*",*պָծ
圫ղװ٦ةٍؙٓؗז垷圫ծ⟰噟ٗ؞
ծٔוז 䊪秵גׇさחزأؙؒ
أٝو٦ؓؿػծָז䫙ֹⴖח
遤ֲկ⸇罏ך埆겣ח⡂ׇג⡲չ⡂
겣ⴖ窩պכزٝئٖفךծ剑넝ך偆
կזח⳿䟝ְך

삿포로에 거주하는 기리가미 아티스트 
‘KIRIGAMIST지아키(Chiaki)’가 다양한 
캐릭터와 모양, 기업 로고 등 고객의 
요망에 따라 종이를 정교하게 오려내는 
쇼를  펼친다 .  참가자의 옆얼굴을 
종이로 오려내어 만드는 ‘니가오키리에’
를  선물하면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ⴖ秵,*3*(".*45�⼪ꤿ
기리가미(KIRIGAMIST 지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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