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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계자 여러분께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
(Oriental Land Co., Ltd.)

도쿄디즈니리조트의 칠월칠석
2019년 6월 6일(목)~7월 7일(일)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에서는 6월 6일(목)부터 7월 7일(일)까지 32일간 칠월칠석을
테마로 매년 선보이는 스페셜 프로그램 ‘디즈니 칠월칠석’을 개최하고, 디즈니호텔과 디즈니리
조트라인에서도 기간 한정으로 칠월칠석만의 콘텐츠가 등장합니다.
두 파크에서는 견우와 직녀 코스튬을 입은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
스가 게스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칠월칠석 그리팅’을 실시합니
다. 도쿄디즈니랜드의 퍼레이드 루트에서는 인력거를 타고, 도쿄디
즈니씨의 메디테러니언 하버에서는 배를 타고 디즈니 친구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도쿄디즈니랜드 ‘칠월칠석 그리팅’

도쿄디즈니랜드의 월드 바자 중앙과 도쿄디즈니씨의 아메리칸 워
터프런트의 뉴욕 구역에 있는 잔교에 ‘위싱 플레이스’가 설치됩니다.
디즈니 친구들의 소원이 쓰여진 단자쿠가 대나무에 걸려 있으며 게
스트 여러분도 미키마우스 모양의 ‘위싱 카드(단자쿠)’에 저마다의 소원
을 적어 위싱 플레이스에 장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쿄디즈니랜드의 위싱 플레이스는 밤이 되면 월드 바자 안

스타라이트 위싱 플레이스

이 칠월칠석만의 영상과 음악, 빛 연출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는 ‘스타라이트 위싱 플레이스’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 도쿄디즈니씨 호텔 미라코스타, 도쿄디즈니랜드 호텔에서도 칠월칠석
한정의 스페셜 메뉴가 등장하고, 디즈니리조트라인에서는 칠월칠석 디자인의 자유승차권을 판매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도쿄디즈니리조트만의 칠월칠석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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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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도쿄디즈니랜드】
◆‘칠월칠석 그리팅’
실시 장소: 퍼레이드 루트
실시 횟수: 1일 2회
실시 시간: 약 25분
출연자 수: 32명
견우와 직녀로 변신한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칠월칠
석 장식이 된 인력거를 타고 등장하여 디즈니 친구들과 함
께 일본의 칠월칠석 음악에 맞춰 그리팅을 실시합니다.
＜출연 캐릭터＞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덕, 데이지덕, 플루토, 구
피, 칩, 데일, 클라리스, 맥스, 라푼젤, 플린 라이더, 벨과
왕자, 백설공주와 왕자, 신데렐라, 차밍왕자

칠월칠석 그리팅

※ 프로그램은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 및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코레이션
도쿄디즈니랜드의 월드 바자 중앙에는 미키마
우스와 미니마우스의 장식을 중심으로 깃발 장식
과 대나무 잎으로 꾸며진 ‘위싱 플레이스’가 설치
됩니다. 디즈니 친구들의 소원이 쓰여진 단자쿠
도 장식되어 있으며 게스트 여러분도 미키마우스
모양을 한 ‘위싱 카드’에 꿈과 소원을 적어 묶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위싱 플레이스(낮)

위싱 카드

또한, 올해 도쿄디즈니랜드의 위싱 플레이스는 밤이 되면 칠월
칠석의 영상과 음악, 빛 연출이 더해져 ‘스타라이트 위싱 플레이스’
로 변신합니다. 은하수가 흐르는 별이 가득한 하늘과 별자리 등 칠
월칠석만의 소원과 꿈이 가득한 세계를 새로이 즐기실 수 있습니
다.
스타라이트 위싱 플레이스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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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디즈니씨】
◆‘칠월칠석 그리팅’
실시 장소: 메디테러니언 하버
실시 횟수: 1일 3회
실시 시간: 약 12분
출연자 수: 8명
견우와 직녀로 변신한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비롯한 디즈
니 친구들이 미키마우스 모양을 한 깃발 장식과 별 장식으로 꾸며
진 배를 타고 등장합니다. 일본의 칠월칠석 노래에 맞춰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빌며 게스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
다.
＜출연 캐릭터＞

칠월칠석 그리팅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더피, 쉐리메이,
알라딘, 자스민, 에리얼, 에릭 왕자
※프로그램은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 및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코레이션
아메리칸 워터프런트의 뉴욕 구역에 있는 잔교에 올해도 ‘위싱
플레이스’가 설치됩니다. 미키마우스 모양을 한 깃발 장식과 대나무
잎 등이 등장합니다.
또한, 디즈니 도우미가 나눠드리는 ‘위싱 카드’에 꿈과 소원을 적
어 묶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위싱 플레이스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 공통】
◆스페셜 상품
견우와 직녀로 변신한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은하수를 건너 1년에 한번 만나는 낭만적
인 모습이 디자인된 상품과 ‘스타라이트 위싱 플레이스’의 연출 중에 등장하는 별자리를 모티
브로 한 열쇠고리 등 약 40종류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또한, 칠월칠석 기간의 파크 안 장식을
테마로 한 유카타와 데누구이(일본 전통 수건), 부채 등의 상품을 약 10종류 판매합니다.

ㅍ
봉제인형

배지 각 1,800엔

열쇠고리 각 1,500엔

파크 안 장식을 테마로 한 상품

※미키마우스 열쇠고리(오른쪽)는 1,600엔

※스페셜 상품은 6월 3일(월)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미키마우스 열쇠고리만 7월 1일(월)부터 판매합니다.
※상품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품절 또는 판매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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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메뉴
견우와 직녀를 모티브로 하여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알록달록
한 별 모양의 후(밀가루에서 얻어지는 글루텐으로 만든 식품)를 토
핑하고 젤리가 들어간 빙수는 물론, 도쿄디즈니씨에서는 대나무 잎
과 은하수 등 칠월칠석을 테마로 한 칵테일도 5종류 등장합니다.
이 밖에도 두 파크에서는 기념품이 포함된 메뉴 등 총 10종류의 메
뉴를 판매합니다.

크림 빙수
（피치&블루 젤리）
550 엔

칠월칠석을 테마로 한
칵테일 각 680 엔

※스페셜 메뉴는 6월 3일(월)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상품, 메뉴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품절 또는 판매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디즈니리조트 베케이션 패키지
두 파크의 칠월칠석을 즐기실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공연 관람권, 시간 지정이
없는 패스트패스 티켓 등이 포함된 숙박 플랜 “☆별에게 소원을☆ 스페셜 프로그램 ‘디즈니
칠월칠석’을 즐기는 2DAYS/3DAYS”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쿄디즈니리조트 온라인 예약&예매사이트(https://reserve.tokyodisneyresort.jp/)를 확인해 주
십시오.

【디즈니호텔】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 도쿄디즈니씨 호텔 미라코스타, 도쿄디즈니랜드 호텔의 레스토랑과
라운지에서도 ‘디즈니 칠월칠석’의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상
메뉴를 주문하신 게스트 여러분께는 호텔마다 색이 다른 호텔 오리지널 디자인의 위싱 카드
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에서는 호텔 오리지널 ‘디즈니 칠월칠석’ 기념 메달이 등장합니
다.
※ ‘디즈니 칠월칠석’ 메뉴는 6월 3일(월)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6월 6일(목) 이후, 파크 안의 ‘위싱 플레이스’에 위싱 카드를 묶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
위싱 카드

도쿄디즈니씨 호텔 미라코스타
위싱 카드

도쿄디즈니랜드 호텔
위싱 카드

【디즈니리조트라인】
디즈니리조트라인에서는 기간 한정으로 ‘디즈니 칠월칠석’ 디자인의
자유승차권을 각 역의 자동발매기에서 판매합니다. 또한, 디즈니리조트
라인 오리지널 ‘디즈니 칠월칠석’ 디자인의 기념 메달이 등장합니다.
자유승차권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Disney

＜익스피어리＞
마이하마역 앞에 있는 상업 시설, 익스피어리에서도 계절과 연중행사를 테마로 한 이벤트
를 비롯하여 약 140여개의 점포와 레스토랑, 시네마 콤플렉스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