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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

‘디즈니 할로윈’
9월 8일(금)~10월 31일(화)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는 9월 8일(금)부터 10월 31일(화)까지 54일간, 올해로 20주년
을 맞이하는 가을의 스페셜 이벤트 ‘디즈니 할로윈’을 개최합니다.
도쿄디즈니랜드에서 첫선을 보인 후 올해로 개최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번 할로윈 이벤트에서는 할로윈 정규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처음으로 두 파
크 모두에서 매일 디즈니 캐릭터 전신 가장(※1)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디
즈니의 세계 속에서 디즈니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간단한
가장부터 본격적인 전신 가장까지 이벤트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도쿄디즈니랜드에서는 올해도 ‘할로윈 뮤직 페스티벌’을 테마로 디즈니
친구들과 유령, 해골 등의 할로윈 엔터테인먼트 스타들이 게스트 여러분을
끌어들이며 매우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돋웁니다.

가장 차림의 게스트

퍼레이드 루트에서는 ‘할로윈 팝픈 라이브’(Halloween
Pop'n LIVE)가 펼쳐집니다. 미키마우스와 디즈니 친구들을
비롯하여 유령과 해골 등 할로윈 엔터테인먼트 스타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올해는 새로
운 음악과 함께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도 새로운 코스튬
을 입고 등장하며, 페스티벌을 보다 신나게 만들어 줄 MC
도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디즈니 친구들과 댄서, 디즈니 도우미와 함께 게스트
여러분도 마치 뮤직 페스티벌에 온 것처럼 수건을 흔들며 모

도쿄디즈니랜드 ‘할로윈 팝픈 라이브’

두 하나가 되어 신나게 놀 수 있는 스페셜 상품과 파크 안을
걸어다니며 손에 들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스페셜 메뉴 등을 판매합니다.
이 밖에도 뮤직 페스티벌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디즈니 친구들의 포토 로케이션이 설
치되고, 파크 전체에 호박과 유령을 테마로 한 데코레이션이 장식되는 등 도쿄디즈니랜드다운
떠들썩한 할로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디즈니씨에서는 올해도 ‘멋지고 기묘한 할로윈’을 테마로 다른 차원의 기묘한 세계로 뒤
바뀐 파크 안에서 디즈니 빌런즈(※2)가 디즈니 친구들과 함께 빌런즈 스타일로 할로윈을 성대
하게 축하합니다.

메디테러니언 하버에서는 빌런즈의 개성이 돋보이는
하버 쇼 ‘더 빌런즈 월드’(The Villains World)를 공연합니
다. 빌런즈가 주인공인 할로윈 파티에 초대된 미키마우
스와 디즈니 친구들은 빌런즈를 연상케 하는 코스튬을
입고 참가하여 게스트 여러분과 함께 파티 분위기를 뜨
겁게 달굽니다. 전보다 더 강력해진 말레피센트의 마법
의 힘으로 파티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며 성대한 피날
레를 맞이합니다.

도쿄디즈니씨 ‘더 빌런즈 월드’

이 밖에도 빌런즈를 테마로 하여 만든 새로운 스페셜 상품과 스페셜 메뉴가 등장하며, 빌런즈
가 주인공인 데코레이션이 장식된 구역에서는 도쿄디즈니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기
묘한 세계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호텔과 디즈니리조트라인도 할로윈 분위기로 가득한 이 시기에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디
즈니 친구들과 함께 디즈니만의 매력이 가득한 할로윈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1: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에서의 ‘디즈니 캐릭터 전신 가장’에는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
소개 시, ‘도쿄디즈니리조트 오피셜 웹사이트 참고 또는 문의 필수’라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악당들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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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모두 작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일반 고객분께는 아래의 연락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디즈니리조트 인포메이션센터 TEL 0570-00-8632 (9:00~19:00)
일부 PHS, 인터넷전화, 국제전화로 거실 경우 TEL 045-330-5211
본건에 관한 보도 관계자분들의 문의처: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 홍보부 TEL 047-305-5111

첨부 자료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도쿄디즈니랜드
‘할로윈 팝픈 라이브’
공연 장소: 퍼레이드 루트
공연 시간: 약 45분
공연 횟수: 1일 2회
출연자 수: 약 95명
플로트 수: 6대
‘할로윈 팝픈 라이브’(Halloween Pop'n LIVE)는 디즈니
친구들과 유령, 해골들이 팀을 짜서 다양한 음악 퍼포먼
스를 펼치고 할로윈 분위기로 가득한 신나는 퍼레이드입
니다. 작년 좋은 반응을 얻었던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테
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음악으로 단장하고 미키
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비롯한 디즈니 친구들이 새로운
코스튬을 입고 등장합니다.
이 퍼레이드의 주최자인 구피를 선두로 호박과 마녀
등의 할로윈 코스튬을 입은 디즈니 친구들, 그리고 유령
과 해골 등 할로윈 엔터테인먼트 스타들이 흥겨운 음악
과 함께 신나는 춤을 선보입니다.

도쿄디즈니랜드 ‘할로윈 팝픈 라이브’
※작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퍼레이드는 도중 총 7곳에서 정지하며, 각각의 플로트에서는 클럽 음악이나 팝, 재즈, 록, 라
틴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개성 넘치는 음악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또한, 일부 플로트에서는
뮤직 페스티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줄 MC도 등장합니다. 이와 함께 게스트 여러분도
수건을 흔들거나 춤과 박수로 분위기를 달구면 페스티벌의 열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디즈니 친
구들과 함께 할로윈만의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퍼레이드 구성＞
유닛 테마

출연 캐릭터

미키마우스와 디즈니 친구들, 박쥐들의 세련
① １
미키마우스(※), 맥스(※)
되고 멋진 클럽 스테이지
②
③
④
⑤
⑥

아기돼지 3형제와 되살아난 아이돌 미라들의
귀여운 팝 스테이지
칩, 데일, 디즈니 친구들이 해골들과 함께 펼
치는 유쾌한 재즈 스테이지
도널드덕과 디즈니 친구들이 호박으로 만든
악기로 연주하는 신나는 라틴 스테이지
스티치가 이끄는 검은 고양이 밴드의 왁자지
껄 즐거운 록 스테이지
미니마우스와 디즈니 친구들이 마녀와 함께
노래하는 기묘하고도 화려한 코러스 스테이지

※새로운 코스튬을 입고 등장합니다.

아기돼지 3형제(파이퍼, 피들러, 프랙티컬)
칩, 데일, 플루토
도널드덕, 휴이, 듀이, 루이
스티치, 엔젤
미니마우스(※), 데이지덕(※), 클라리스(※)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일부 스테이지 공연과 파크 전체에서 펼쳐지는 애트머스피어 엔터테인먼트도 할로윈 기간 한
정 스페셜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공연
슈퍼듀퍼 점핑타임

장소
플라자 파빌리온 밴드스탠드

애트머스피어 엔터테인먼트
도쿄디즈니랜드 밴드
바이시클 피아노
와일드 웨스트 찬스
라운드업&플레이

장소
월드 바자/플라자 테라스

웨스턴랜드

오푸스 파이브

투머로우랜드

펀 메인터넌스

퍼레이트 루트

웰컴 플라워 밴드
집픈줌 가이드투어

파크 입구

※출연 장소는 공연 회차에 따라 다릅니다.

■도쿄디즈니씨
‘더 빌런즈 월드’
공연 장소: 메디테러니언 하버
공연 시간: 약 25분
공연 횟수: 1일 3회
공연자 수: 약 120명
바지선 수: 5척
메디테러니언 하버에서는 올해도 디즈니 애니메이
션에 등장하는 악역인 ‘디즈니 빌런즈’가 주인공이
되어 할로윈 파티를 개최합니다. 빌런즈의 초대를
받은 디즈니 친구들은 자신을 초대한 빌런즈를 연상
케 하는 코스튬을 입고 할로윈 파티에 참가합니다.
기묘한 목소리가 할로윈 파티의 시작을 알리면
메디테러니언 하버에는 빌런즈가 탄 바지선 5척
이 등장합니다. 말레피센트가 디즈니 친구들을 불
러들여 할로윈 파티의 개막을 힘있게 선언하면 공연
이 시작됩니다.
빌런즈는 디즈니 친구들, 부하 댄서들과 함께

도쿄디즈니씨 ‘더 빌런즈 월드’
※작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신들의 매력인 ‘아름다움’, ‘유머’, ‘기품’, ‘마법’
을 뽐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박력 넘치는 파티에 감동한 미키마우스는 빌런즈의 매
력을 함께 표현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게스트 여러분도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포즈를 취하며
할로윈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이윽고 말레피센트의 마법의 힘으로 파티는 절정

에 달하고 화려한 피날레를 맞이합니다.
＜5척의 바지선＞
디즈니 빌런즈

초대된 캐릭터

①

계모 왕비(‘백설공주’)

미니마우스

②

후크선장, 스미(‘피터팬’)

미키마우스, 플루토

③

하이데스, 페인, 패닉(‘헤라클레스’)

도널드덕, 칩, 데일

④

자파(‘알라딘’)

구피

말레피센트(‘잠자는 숲 속의 공주’)

클라리스

어설러(‘인어공주’)

데이지덕

⑤

※괄호 안은 해당 디즈니 빌런즈가 출연한 디즈니 영화입니다.

＜‘더 빌런즈 월드’에 등장하는 6명의 메인 디즈니 빌런즈＞
디즈니 빌런즈

출연 디즈니 영화

말레피센트

‘잠자는 숲 속의 공주’

후크선장

‘피터팬’

계모 왕비

‘백설공주’

오로라 공주에게 저주를 내리고 용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강한 마력을 가진 마녀
피터팬의 숙적으로 갈고리 손을 한 악명
높은 해적선의 선장
마녀로 변신하여 독사과로 백설공주를 해
치려는 아름다운 왕비
신들의 나라 올림푸스를 지배하려는 야망

하이데스

‘헤라클레스’

을 가진, 죽은 자의 세계를 관장하는 냉
혹한 왕

자파

‘알라딘’

어설러

‘인어공주’

마법의 지팡이로 자유자재로 마법을 부리
고 왕좌를 노리는 아그라바의 대신
트리톤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바다의 마녀

■도쿄디즈니랜드, 도쿄디즈니씨 공통
‘나이트 하이 할로윈’
할로윈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두 파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각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스페셜 프로그램】
■도쿄디즈니씨
‘빌런즈 할로윈 파티’
실시 장소: 워터프런트 파크
빌런즈의 세계를 테마로 만든 배너 등의 장식으로 꾸며져 기묘
한 분위기가 감도는 워터프런트 파크와 그 주변에서는 빌런즈의
그리팅이 펼쳐집니다. 또한, 빌런즈의 힘으로 매력적인 인간의 모
습으로 변신한 부하들이 게스트 여러분에게 빌런즈의 매력을 전파
하며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거나, 빌런즈다운 멋진 패
션 스타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게스트 여러분의 옷차림을 체크하
기도 합니다.

‘카스바 매직 트리트’
실시 장소: 아라비안 코스트
자파를 모티브로 한 데코테이션으로 장식된 ‘카스바 푸드코트’에서
는 ‘매직 램프 시어터’에 등장하는 샤반과 아심, 아라비아의 마술사
들이 등장하여 식사 중인 게스트 여러분께 다양한 마술을 선보이는
등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궁전 안뜰에서는 자파를 비롯한 샤반과 아심, 수상한 흑
마술사와 이들에 맞서는 정통파 마술사들이 화려한 마술을 펼칩니
다.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가장 안내】
도쿄디즈니랜드에서 첫선을 보인 후 올해로 개최 20주
년을 맞이하는 할로윈 이벤트에서는 도쿄디즈니랜드와 도
쿄디즈니씨 두 파크 모두에서 처음으로 스페셜 이벤트 ‘디
즈니 할로윈’ 실시 기간 중 매일 디즈니 캐릭터 전신 가장
을 하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캐릭터 코스튬과 같은 색으로 옷을 차려입은 게
스트는 물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신하는 전신 가장을
한 게스트까지 가장을 즐기는 게스트로 가득한 파크에서

디즈니 빌런즈를 테마로
전신 가장을 한 게스트

특별한 할로윈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파크 이용을 위하여 가장한 채로는 이용하실 수
없는 어트랙션이 있으므로 파크 안에서의 가장에 대해
소개 시, 아래 점선 부분을 함께 게재하시거나 ‘디즈니
캐릭터 전신 가장에는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도쿄디즈니
리조트 오피셜 웹사이트 참고 또는 문의 필수’라는 내용
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널드덕을 테마로
색깔을 맞춰 입은 게스트
※사진은 모두 작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 디즈니 캐릭터 이외의 가장으로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실시 기간 외에는 디즈니 캐릭터 전신 가장으로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만 12세 미만의 어
린이 제외)
※ 얼굴을 가리는 가장, 얼굴에 색칠을 하고 수염을 붙이거나 상처 모양을 그리는 등의 가장
메이크업(상처 모양 스티커 포함), 뾰족한 장식이 있는 가장, 긴 봉이나 지팡이 등의 위험물
을 휴대하는 가장, 걷기 불편한 가장, 노출이 심한 가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쿄디즈니리조트의 디즈니 도우미 복장으로 가장하실 수 없습니다.
※ 파크 안과 밖의 화장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물품보관함 부근에서 옷을 갈아 입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관람 시, 다른 게스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커다란 가장 도구는 벗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그 밖의 안전성 및 주제성을 훼손하는 가장으로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안내 특설 페이지(일본어)
（http://www.tokyodisneyresort.jp/special/tdr_halloween_kaso/）

【스페셜 상품】
■도쿄디즈니랜드
‘할로윈 팝픈 라이브’와 연동하여 퍼레이드의 플로트를 모티브로
한 발랄하고 귀여운 디자인과 멋지고 록 음악 분위기가 느껴지는
디자인의 스페셜 상품을 약 35종류 판매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마치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한 것처럼 디즈니 캐릭터들과 댄서, 디
즈니 도우미, 게스트가 하나가 되어 수건을 돌리며 흥겹게 놀 수
있는 상품은 물론, 리스트 밴드 등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상품도 등
장합니다.

얼굴 수건 각 1,200엔
리스트 밴드 각 500엔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도쿄디즈니씨
‘더 빌런즈 월드’에 등장하는 빌런즈가 전체적으로 디자인된 다양한
스페셜 상품을 약 35종류 판매합니다. 또한, 할로윈 과자를 테마로
즐겁게 가장한 더피와 친구들의 상품과 새롭게 등장한 친구인 스텔라
루의 상품도 총 8종류 판매합니다.

■도쿄디즈니랜드, 도쿄디즈니씨 공통

토트백 3,000엔

미키마우스와 디즈니 친구들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유령으로 분장한
할로윈다운 디자인의 상품을 비롯하여 커다랗고 귀여운 호박이 디자인
된 상품 등 약 45종류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또한, 게스트 여러분이 직
접 과자를 골라 구매하실 수 있는 ‘스위트 셀렉션’은 올해 두 파크 모
두에서 실시합니다. 올해는 게스트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파우치를 골
라 그 안에 과자를 넣는 새로운 스타일로 등장합니다.
※스페셜 상품은 9월 1일(금)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더피 관련 상품은 9월 4일(월)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위) 클리어 홀더 세트 920엔
아래) 볼펜 세트 2,400엔

【스페셜 메뉴】
■도쿄디즈니랜드
‘할로윈 뮤직 페스티벌’을 한층 더 신나게 즐기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등장합니다. ‘캡틴 훅스 갤리’에서는 호박과 자색고구마를 사용한 피자를, ‘더 가제
보’에서는 걸으면서 먹을 수 있고 사진도 잘 나오는 메뉴를 페스티벌 음식처럼 즐
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자 파빌리온 레스토랑’에서는 할로윈에는 빠질 수 없
는 호박을 모티브로 한 귀여운 스페셜 세트를 판매합니다.

■도쿄디즈니씨
올해도 빌런즈 일색의 다양한 스페셜 메뉴가 등장합니다. ‘카스바 푸드코트’에

스페셜 세트 730엔
판매 점포: ‘캡틴 훅스 갤리’

서는 스페셜 세트의 디저트로, ‘자파’를 연상케 하는 디저트 또는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라씨 중에서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노틸러스 갤리’에서는 ‘하트
여왕’을 테마로 검은 색과 빨간 색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교자 도그가 새롭게 등
장합니다. 또한, ‘씨사이드 스낵’에서는 작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설러’ 모티
브의 ‘스페셜 튜브모양 만두(스파이시 슈림프&포크)’를 올해도 판매합니다.

■도쿄디즈니랜드, 도쿄디즈니씨 공통

스페셜 세트 1,580엔
판매 점포: ‘카스바 푸드코트’

할로윈 한정 미니 스낵 케이스를 판매합니다.

※스페셜 메뉴는 9월 1일(금)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데코레이션】
■도쿄디즈니랜드
디즈니 캐릭터들과 할로윈의 유쾌하고 신나는 뮤지션의
퍼포먼스를 재현한 데코레이션이 등장합니다.
월드 바자 중앙과 거리에는 거미줄과 유령, 커다란 호박
장식이 등장하고, 웨스턴랜드와 판타지랜드, 툰타운에도 호
박과 유령을 중심으로 한 밝고 재미있는 데코레이션이 등
장합니다. 밤에는 신데렐라 성과 그 주변의 데코레이션에
불이 켜져 할로윈 분위기가 한층 더해집니다.
■도쿄디즈니씨
도쿄디즈니씨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빌런즈가 주인공인 할
로윈 데코레이션으로 장식됩니다.
빌런즈의 힘이 더욱 강해진 모습을 표현한 파크 입구는 마
치 게스트 여러분을 빌런즈의 기묘한 세계로 인도하는 듯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또한, 아메리칸 워터프런트의 워터 스
트리트는 올해 새롭게 말레피센트의 가시 덤불을 모티브로
한 장식으로 꾸며지고 메디테러니언 하버와 뉴욕 구역에는
빌런즈를 모티브로 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다양한 데코레이션이 등장합니다. 그 밖에도 아라
비안 코스트가 작년과 동일하게 자파를 모티브로 한 장식으로 꾸며지는 등 빌런즈로 가득한
할로윈을 파크 곳곳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모두 작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어트랙션】
도쿄디즈니랜드의 ‘웨스턴랜드 슈팅 갤러리’에서는 10발 모두 명중시킨 스코어 카드 또는
‘럭키(ラッキー)’라고 쓰여진 스코어 카드를 획득하신 게스트 여러분께 할로윈 디자인의 구피
보안관 배지를 기간 한정으로 증정합니다.
또한, 판타지랜드에 있는 어트랙션 ‘혼티드 맨션’에서는 2017년 9월 2일(토)부터 2018년 1
월 3일(수)까지 영화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을 모티브로 한 스페셜 프로그램 혼티드 맨션
“홀리데이 나이트메어”를 실시합니다.

【도쿄디즈니리조트 베케이션 패키지】
도쿄디즈니리조트 베케이션 패키지는 디즈니호텔 등에서의 숙박과 도쿄디즈니랜드, 도쿄디즈
니씨의 할로윈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공연 관람권, 시간 지정이 없는 패스트패스 티켓 등이
포함된 숙박 플랜입니다. 현재 두 파크의 할로윈 이벤트를 모두 만끽하실 수 있는 플랜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디즈니리조트 온라인 예약/예매 사이트(일본어)
(https://reserve.tokyodisneyresort.jp/)를 확인해 주십시오.

【도쿄디즈니리조트 각 시설의 할로윈】
■디즈니호텔
디럭스 타입의 디즈니호텔에서는 각 레스토랑과 라운지에서 파크의 스페셜 이벤트 ‘디즈니 할로
윈’과 연동한 스페셜 메뉴를 선보입니다.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과 도쿄디즈니랜드 호텔에서는 도쿄디즈니랜드의 이벤트 콘셉트인 ‘할
로윈 뮤직 페스티벌’을 모티브로 한 요리를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제공합니다. 도쿄디즈니씨
호텔 미라코스타에서는 디즈니 빌런즈의 ‘멋지고 기묘한 할로윈’의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는
요리를 제공합니다. 호텔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디즈니 할로윈’ 스페셜 메뉴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즈니리조트라인
디즈니리조트라인에서는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의
‘디즈니 할로윈’을 테마로 디자인된 자유승차권을 2종류 판매
합니다.
또한, 디즈니리조트라인의 각 역에서는 할로윈 데코레이션이
등장하여 게스트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유승차권
©Disney

■익스피어리
익스피어리에서는 9월 8일(금)부터 10월 31일(화)까지 54일간 ‘익
스피어리 할로윈 타운’을 개최합니다.
올해도 셀러브레이션 플라자에는 자이언트 펌프킨이 등장하는 등
익스피어리 전체가 할로윈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집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비롯하여 기간
한정 워크숍(체험 강좌)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이 밖에도 점포
와 레스토랑에서는 유령과 호박 등 할로윈 모티브의 아이템과 스페
셜 메뉴 등이 등장하여 익스피어리 전체가 할로윈 열기로 가득해집
니다.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