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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도시의 새로운 도전 

「스키어·보더들의 텐션을 업시키는 5 가지 신(新) 서비스」 등장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5 월 6 일 
 

여행 기분을 업시키는 도시 관광호텔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는 2018 년 9 월 27 일에 「아사히카와, 

스키 도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는 2019 년 12 월, 다이세츠잔 아사히다케로 가는 

투숙객 무료 버스와 설질과 눈 온도에 맞는 스노우 왁스를 선택할 수 있는 「WAX BAR」 등, 「스키어·스노보더의 

기분을 업시키는 5 가지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스키어·스노보드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스키 

도시를 목표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사히카와, 스키 도시 선언」이란 
「아사히카와 스키 도시 선언」은 스키어·스노보더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스키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OMO7 

아사히카와가 2018 년 9 월 27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스키 여행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슬로프로의 이동 편의성을 우선하여 스키장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는 것, 두 번째는 스키장 인근의 

도시에 숙박하고 비포 앤 애프터 스키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숙박하는 경우, 스키장의 호텔에 비해 

저렴하고 주변의 관광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스키와 관광을 즐기면서 오랜 기간 스키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사히카와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는 스키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거리에서는 홋카이도 특유의 

미식과 골목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OMO7 아사히카와는 아사히카와가 도시에서의 스키 

여행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스키어·스노보더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스키 도시를 향해 새롭게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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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카와가 스키 도시에 적합한 4 가지 포인트> 

1 도심으로 이어지는 약 2,000 개 음식점 「애프터 스키 미식의 매력」 

2 스키장의 베리에이션이 풍부 

3 그날의 날씨와 설질로 최고 컨디션의 스키장을 선택 가능 

4 악천후 때 즐길 수 있는 스키 이외의 관광 자원이 풍부 

지난 시즌은 일본의 파우더 벨트로 불리는 곳에 있는 「다이세츠잔 아사히다케」, 「카무이 스키 링크스」,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스키장」, 「후라노 스키장」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셔틀 서비스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시즌은 새로운 도전으로 「스키어·스노보더의 기분을 업시키는 5 가지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스키어·스노보더의 기분을 업시키는 5 가지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 
1 다이세츠잔 아사히다케까지 투숙객 무료 버스를 운행 시작! 

고도 2,291m, 홋카이도의 최고봉인 다이세츠잔 아사히다케까지 투숙객 무료 버스를 운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노선버스로 편도 약 110 분이 걸렸습니다만, 이 버스는 아사히다케의 산기슭에 있는 

「유모토유코만소우(湯元湧駒荘)」까지 논스톱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편도 약 75 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아사히카와의 인기 스키장인 「카무이 스키 링크스」까지도 투숙객 무료 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참고 자료 「OMO7 아사히카와에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4 개의 스키장」에 기재. 

 

2 30 종류의 스노우 왁스 중에서 설질과 눈 온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WAX BAR」 

스노우 왁스는 스키장의 설질이나 그날의 눈 온도에 따라 바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 스키장을 이용하는 스키어·스노보더를 위해,30 종류의 스노우 왁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눈 온도 영상 15 도~영하 30 도에 적용 가능합니다. 무료로 마음에 드는 

스노우 왁스를 메인터넌스 룸에서 바를 수 있습니다.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5 월 6 일 ■요금: 무료 ■장소: OMO 베이스 

 

3 이웃 가이드 OMO 레인저*가 안내하는  「눈 열광자 단골 술집 투어」 

 스키어·스노보더들이 모이는 눈 열광자 단골 술집에 OMO 레인저가 함께합니다. 

슬로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OMO 레인저는 여행자의 기분을 업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거리의 히어로. 

함께 산책하며 이웃 동네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3 월 31 일 ■시간: 18:00 출발 

■요금: 1,000 엔(세금 포함·식사비 별도)  

■예약: OMO7 아사히카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날까지 

  

 
WAX BAR 

이미지 

 

 
눈 열광자 단골 술집 투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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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주 금요일에 스키를 좋아하는 이웃이 스키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눈 열광자들의 FRIDAY」 개최 

아사히카와에서의 스키 라이프를 더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이웃이 스키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토크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현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지도?!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3 월 27 일 금요일 ■시간: 20:30~21:00 ■요금: 무료 ■장소: OMO 베이스 

 

5 OMO 오리지널 리프트 티켓 홀더 대여 

종이 형태의 리프트 티켓이 많은 아사히카와 주변의 스키장에서는 리프트 티켓 홀더가 쓰일 때가 많아집니다. 

무심코 잊어버리기 쉬운 리프트 티켓 홀더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5 월 6 일 ■요금: 무료 ■장소: 프런트에서 배포 

 

【참고 자료】 OMO7 아사히카와에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4 개의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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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난이도 특징 OMO7 아사히카와에서의 이동 

 

 

 

다이세츠잔 

아사히다케 

(大雪山 

旭岳) 

상급자용 

해발 2,291m, 홋카이도의 최고봉인 

아사히다케. 곤돌라 1 개로 산림의 

한계에 도달하는 산악 리조트에서 

파우더 스노우와 함께 스노우슈와 

크로스컨트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리조트 라이너 

기간:  

2019 년 12 월 22 일 

~2020 년 2 월 28 일 

(일・화・금요일만) 

시간:  

OMO7 아사히카와 출발 10:00 

다이세츠잔 아사히다케 

로프웨이 출발 16:25 

(소요 시간: 약 75 분) 

요금: 무료(투숙객 한정) 

 

 

 

카무이 

스키 

링크스 

초급~ 

상급자용 

메인 슬로프는 3 개의 와이드반으로 

손질된 스키 코스. 게이트를 통과하면 

「트리런」과 「파우더」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숨겨진 명소 슬로프입니다. 

리조트 라이너 

기간:  

2019 년 12 월 7 일 

~2020 년 3 월 22 일 

시간:  

OMO7 아사히카와 출발 8:20 

카무이 스키 링크스 출발 15:30 

(소요 시간: 약 40 분) 

요금: 무료(투숙객 한정) 

 

 

 

후라노 

(富良野) 

스키장  

초급~ 

상급자용 

「기타노미네 구역」, 「후라노 

구역」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이 있는 

홋카이도 최대 규모의 스키장. 활주 

거리 4km 이상의 코스와 함께 눈을 

정비하지 않은 「프리미엄 코스」는 

일본 국내외에서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리조트 라이너 

https://www.access-n.jp/en/ 

버스 정보는 가을 무렵 공개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스키장 

초급~ 

상급자용 

파우더 스노 광팬에게 추천하는 

「상급자 개방 구역」을 비롯하여, 

즐기면서 스키에 숙달하는 「어드벤쳐 

마운틴」 등, 스키 코어층부터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스노우 리조트입니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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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 

주소: 일본 홋카이도 현 아사히카와 시 로쿠조 9 070-0036 

오시는 길: 아사히카와 역에서 도보 13 분   

예약 센터: +81-(0)166-29-2666 

객실 수: 237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1:00 

1 박 가격: 인당 4,500 엔부터 (세금 및 서비스 요금 포함)   

웹사이트: https://omo-hotels.com/asahikawa/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