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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홋카이도 유후쓰군 시무캇푸무라) 

설산의 절경을 감상하는 ‘무빙(霧氷) 테라스’ 영업 시작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4 월 5 일 

 
홋카이도 최대 규모의 체류형 스노 리조트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에서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4 월 5 일 

‘무빙 테라스’를 영업한다. 이곳은 영하 약 2~10 도 사이에서 공기 중의 수분과 안개가 수목에 부착하는 현상인 

‘무빙(霧氷;상고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설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이다. 이번에 새로이 2019 년 여름에 

오픈한 새로운 전망 장소 ‘클라우드 바’에서는 무빙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기간 한정으로 밤에 무빙을 

조명으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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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 테라스’란 

무빙 테라스는 토마무산의 표고 1,088m 에 있으며, 나무들에 부착된 

무빙이 만들어내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이다. 설산이라고 

하면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러 사람들이 찾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본 리조트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지 않는 분도 

설산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무빙 테라스로 

영업을 개시했다. 또한, 2017 년부터 밤에 무빙을 조명으로 밝히기 

시작했고, 조명으로 밝혀진 무빙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무빙이 만들어내는 설산의 절경을 본 리조트에서 만끽할 수 

있다. 

 

‘무빙 테라스’의 3 가지 포인트 

 
1 새로운 전망 장소 ‘클라우드 바’에서 무빙을 감상 【New】   

2019 년 여름 오픈한 ‘클라우드 바’는 바 카운터를 연상하여 만든 전망 

장소이다. 무빙 테라스에 이어지는 산의 사면에, 지상 3m, 길이 13m 의 

카운터와 의자 1 인용과 2 인용이 준비되어 있으며, 최대 7 명이 이용할 

수 있다. 시야를 가로막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발밑에 펼쳐진 무빙 

위에 떠 있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등석이다. 

 
2 무빙 테라스에서 즐기는 칵테일과 디저트 

무빙 테라스에서는 토마무 설경의 색을 표현한 오리지널 칵테일인 

‘스노 칵테일’, ‘무빙 퐁당 쇼콜라’, ‘무빙 커피’를 제공한다. 

 
3 조명으로 밝히는 무빙 

기간 한정으로 무빙 테라스에 있는 전망 장소인 ‘클라우드 워크’와 

‘클라우드 바’와 더불어 길가 등을 조명으로 밝힌다. 조명으로 밝혀진 

무빙을 다양한 장소에서 감상하며 보낼 수 있다. 무빙이 조명으로 

밝혀져, 반짝반짝 빛나는 광경은 밤에만 볼 수 있다. 낮과는 다른 

무빙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5 일 

■시간: 16:30~18:00(곤돌라 산기슭 역사 최종 승차) 

18:30(곤돌라 산꼭대기 역사 최종 승차) 

18:15(라스트 오더)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at: 
E-mail:global@hoshinoresort.com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무빙 테라스’ 개요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4 월 5 일 

시간: 8:00~15:00(곤돌라 산기슭 역사 최종 승차) 

15:30(곤돌라 산꼭대기 역사 최종 승차),  

15:00(라스트 오더) 

요금: 곤돌라 왕복 요금 성인 2,200 엔, 초등학생 1,300 엔(모두 세금 포함 가격) 

        *더 타워, 리조나레 토마무 숙박자는 무료 

대상: 숙박자, 당일 이용자 모두 이용 가능 

비고: 매입 상황에 따라 제공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날씨에 따라, 영업을 중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