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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디즈니씨의 새로운 프로그램

‘더피의 서니 펀’ 개최
2019년 6월 6일(목)~8월 27일(화)
도쿄디즈니씨에서는 여름을 테마로 한 더피&프렌즈의 새로운 프로그램 ‘더피의 서니 펀 ’
(Duffy’s Sunny Fun)을 개최합니다.
더피&프렌즈는 케이프코드의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놀거
나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며 지내는 등 천진난만하게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더피&프렌즈만의 즐겁고 설레는
세계관을 데코레이션과 상품, 메뉴 등을 통하여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데코레이션】
케이프코드 전 구역이 천진난만하게 여름을 즐기는 더피&프렌즈의 데코레이션으로 꾸며집니다.
이 구역에는 더피&프렌즈가 색색의 비치 파라솔 아래에서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나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모래사장에서 노는 모습 등을 나타낸 포토 로케이션이 새롭게 등장하여 더피&프
렌즈와 함께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피&프렌즈가 모래사장에서 놀았던 흔적을 표현해 놓
는 등 여름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데코레이션이 등장합니다.

포토 로케이션
(‘앤트 페그즈 빌리지 스토어’ 앞)

포토 로케이션
(‘빌리지 그리팅 플레이스’ 옆)

데코레이션
(‘케이프코드 쿡오프’ 앞)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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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상품】
무더운 여름을 더피&프렌즈와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을 약 40종류 판매합니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산뜻한 무늬의 코스튬 세트를 비롯하여 파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티셔츠나
패션 선글라스, 귀가 달린 모자 등이 등장합니다. 또한, 더피&프렌즈 모양의 아이스바를 만들 수 있는
아이스바 몰드, 차가운 음료를 담기 좋은 투명한 소재의 텀블러 등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시원하고 쾌
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도 등장합니다.

코스튬 세트 각 4,800엔
※봉제인형(S) 별도 판매

티셔츠
(사이즈: S, M, L, LL)
각 3,200엔
모자 각 3,500엔

텀블러
3,200엔

패션 선글라스
2,000엔

【스페셜 메뉴】
이 시기의 파크를 만끽하실 수 있는 여름에 걸맞은 기념품이 포함된 메
뉴가 약 6종류 등장합니다. 여름 햇볕으로 뜨거워진 몸을 식혀줄 아이스
캐러멜 밀크티 등의 음료에 끼우는 튜브 모양의 기념품을 비롯하여 도시
락 가방, 접시 등이 포함된 다양한 메뉴를 판매합니다.
※스페셜 상품, 스페셜 메뉴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품절이나 판매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튜브 모양의 기념품이
포함된 음료
가격 미정
판매 점포: ‘케이프코드 컨펙션’

【그리팅】
‘빌리지 그리팅 플레이스’, ‘케이프코드 쿡오프’ 옆에서는 더피와 쉐리메이가 기간 한정의 새로운
코스튬을 입고 게스트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디즈니리조트라인】
디즈니리조트라인에서는 ‘더피의 서니 펀’을 테마로 한 디자
인의 자유승차권을 각 역의 자동발매기에서 판매합니다. 또한,
차량 외관을 테마에 맞춰 꾸민 랩핑 모노레일을 운행하고, 포
토 로케이션도 등장합니다.

자유승차권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일반 고객분께는 아래의 연락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디즈니리조트 인포메이션센터 TEL 0570-00-8632
일부 PHS, 인터넷전화, 국제전화로 거실 경우 TEL 045-330-5211

본건에 관한 보도 관계자분들의 문의처: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 홍보부 TEL 047-30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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