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9 월 13 일(수)

전세계가 열광하는

“사상 최대” 의 쿨재팬
※

『유니버설 쿨 재팬 2018』 개최 결정!
2018 년 1 월 19 일(금)～6 월 24 일(일) 기간 한정 개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215 년 첫 개최 이래, 국내외로부터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유니버설 쿨
재팬』을 2018 년 1 월 19 일(금)부터 기간한정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년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유니버설 쿨 재팬』은 과거 3 년간을 압도적으로 뛰어 넘는 파크 사상 최다 국가의 인지도율을 자랑하며,
전세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브랜드를 한데 모았습니다. 계속되는 진화를 통해 “일본의 쿨함”으로
전세계를 열광시키는,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쿨 재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쿨 재팬』은 일본이 세상에 자랑한는 “쿨”한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의 세계꽌을,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만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살려 압도적인 스케일과 퀄리티로 전개하는, 리얼하게 체험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유니버설 쿨 재팬 2018』은 이전에 엄청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명탐정 코난」「몬스터 헌터」가
더욱 더 진화하여 등장하는 한편, 새로운 브랜드로서 국민적인 콘텐츠인 「달의 요정 세일러문」, 「파이널
판타지」가 합류합니다. “사상최대”의 쿨 재팬을 기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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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紫舟

※『유니버설 쿨 재팬』2015～2018 기간 중 실시 및 실시 예정인 콘텐츠들의 「전세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가 수」의 매년 합계가 과거
최다임을 뜻한다. 파크 내에서 전개된 콘텐츠에 한함. 애니메이션과 만화 둘 다 가진 콘텐츠의 경우는, 만화(원작)의 소매점포 판매 실적이
있는 국가 수를 카운트했으며, 게임 콘텐츠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판매 및 소매점포의 실적 수가 있는 국가 수를 카운트 했음.
2017 년 8 월 1 일～8 월 29 일 시점의 자사 조사에 의함）

『유니버설 쿨 재팬』에 대하여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발 “쿨”한 엔터테인먼트를 집결하여 그 매력을 국내외에 발신하는 본
이벤트는, 일본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온 게스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의 비수기라
불리는 1 월~2 월의 집객 레벨을 한 단계 끌어 올려, 비수기가 없어지는 것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퀄리티, 일본의 훌륭한 콘텐츠의 세계관을 리얼하게 재현하며,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기점이
되어 “쿨 재팬”의 매력을 앞으로도 전세계에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유니버설 쿨 재팬 2018』 “사상최대”의 라인업에 대하여
【제 1 탄】2018 년 1 월 19 일(금)～6 월 24 일(일)
① 「파이널 판타지」
올해 30 주년을 맞이한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는 최첨단 영상기술과 독특한 세계관, 풍부한 스토리성으로
전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세계 누계 1 억 3500 만본 이상의 출하와 다운로드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가장 타이틀 수가 많은 롤 플레잉 게임 시리즈」로서 기네스 세계기록에도 인정된 그야말로
일본을 대표하는 롤 플레잉 게임입니다. 2018 년 1 월 11 일(목)에는 신작 「디시디아: 파이널 판타지 NT」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② 「명탐정코난」
2017 년 아오야마 고쇼씨의 작품으로, 코믹스 단행본의 전세계 누계부수 2 억권을 돌파한 쾌거를 이룬
명탐정 코난. 게다가 올 봄에 공개된 「극장판 명탐정코난 진홍의 연가」는 흥행수입 68.7 억엔을 돌파하여
2017 년 상반기 공개한 국내영화로는 1 위에 빛나며 5 년 연속 시리즈 최고 흥행수입을 달성, 일본뿐 아니라
세계 20 개국 이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입니다.

③ 「몬스터 헌터」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2004 년 제 1 작 발매 이후, 웅대한 자연 속 거대한 몬스터와 마주하는 헌팅 액션
게임으로서, 전세계의 인기를 얻기 시작하여, 동료와 협동하여 강력한 몬스터에게 도전한다는 통신 협력
플레이로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확립해 「몬헌현상」이라 불릴 만큼의 사회현상을 불러 일으킨
대인기 게임입니다. 2018 년 초두에는 신작 「몬스터 헌터 : 월드」의 발매를 앞두고, 팬들의 열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2 탄】2018 년 봄 이후～기간한정개최
④ 「달의 요정 세일러문」
월간지 『나카요시』（고단샤발간）에서 1991 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뒤, 올해 25 주년을 맞이한 다케우치
나오코씨 원작의 소녀만화입니다. 원작 단행본은 17 개국어로 번역되었고,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40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전개되어 국내외의 사회현상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17 년부터 새롭게 25 주년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어, 서적, 영화, 뮤지컬, 콜라보레이션 기획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트랙션의 상세 및 오픈 날짜는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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