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8일
보도 관계자 여러분께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
(Oriental Land Co., Ltd.)

도쿄디즈니씨의 신규 대형 어트랙션

‘소링: 판타스틱 플라이트’
2019년 7월 23일(화) 그랜드 오픈 결정
도쿄디즈니씨의 메디테러니언 하버에 도입 예정인 신규 대형 어트랙션 ‘소링: 판타스틱 플라
이트’의 오픈 날짜가 2019년 7월 23일(화)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링: 판타스틱 플라이트’ 체험 장면

‘소링: 판타스틱 플라이트’ 외관

‘소링: 판타스틱 플라이트’는 해외의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대형 어트랙
션 ‘소링’에 새로운 장면을 추가한 도쿄디즈니씨 오리지널 어트랙션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시뮬레이터 타입의 어트랙션으로 놀
이기구를 타고 바람과 냄새를 느끼며 전 세계의 명소와 대자연을 둘러보는 웅대한 하늘 여행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도쿄디즈니씨에 등장하는 새로운 대형 어트랙션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트랙션 개요】
체험 시간: 약 5분(메인 체험)
탑승 정원: 1시어터당 87명
시어터 수: 2
총 투자액: 약 180억 엔
※디즈니 패스트패스 실시 어트랙션입니다.
※신장 102㎝ 미만이신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디즈니호텔 숙박 게스트 특전인 파크 개장 15분 전부터 파크 안 일부 구역으로 입장 안내를 시작
하는 ‘해피 15 엔트리’로 이용 가능한 어트랙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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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링: 판타스틱 플라이트’의 배경 스토리
메디테러니언 하버의 언덕에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
류의 꿈을 예찬하는 특별한 박물관, 판타스틱 플라이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박물관에서는 비행 연구에
열정을 쏟고 미래를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한 여성, 카멜
리아 팔코의 인생을 돌아보는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습니
다.
박물관을 방문한 게스트는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하며
관내를 둘러보고 카멜리아의 업적을 기리는 특별전 갤러
리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게스트는 카멜리아의 정신과
의 신비한 만남을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카멜리아가 동료
들과 함께 개발한 하늘을 나는 물체, 드림 플라이어에
탑승합니다. ‘이매지네이션과 꿈을 꾸는 힘이 있다면 시
공을 넘어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카멜리아. 그
정신이 깃든 드림 플라이어와 게스트 각자의 이매지네이
션과 꿈꾸는 힘이 게스트를 장대하고 상쾌한 하늘 여행
으로 안내합니다.

그림은 이미지입니다.

▼‘소링: 판타스틱 플라이트’ 특설 사이트

https://www.tokyodisneyresort.jp/treasure/so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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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