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0일
보도 관계자 여러분께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
(Oriental Land Co., Ltd.)

여름의 도쿄디즈니리조트
도쿄디즈니리조트에서는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 디즈니호텔, 익스피어리 등의 각
시설에서 여름 방학의 추억 만들기로 손색이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도쿄디즈니랜드에서는 2019년 7월 9일(화)부터 9월 1
일(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벤트 테마를 새롭게 바꾸어 여
름에 걸맞게 뜨겁고 신나는 새로운 스페셜 이벤트 ‘도널
드의 핫 정글 서머’를 개최합니다. 6년 만에 신데렐라 성
앞에서 선보이는 밤의 무대 공연에서는 도널드덕을 비롯
한 디즈니 친구들이 등장. 색색의 정글을 무대로 대량의
물보라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열기 가득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오! 서머 만세!’를 펼치며 무더운 여름의
파크를 더욱 뜨겁게 달굽니다.
이 기간에는 청량감 넘치는 프로그램으로서 디즈니 영
화 ‘주토피아’의 주디 홉스, 닉 와일드와 함께 대량의 물

도쿄디즈니랜드
‘도널드의 핫 정글 서머’

보라를 맞으며 즐길 수 있는 낮의 엔터테인먼트 ‘주디와
닉의 점핑 스플래시’도 실시합니다.
도쿄디즈니씨에서는 올해도 디즈니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세계를 테마로 한 스페셜 이벤트 ‘디즈니 파이러츠 서
머’를 2019년 7월 9일(화)부터 9월 1일(일)까지 실시합니다. 캡
틴 잭 스패로우와 캡틴 바르보사가 이끄는 사나운 해적들의 공
연 “파이러츠 서머 배틀 ‘겟 웻!’”에서는 대량의 물을 맞아 온몸
이 흠뻑 젖은 채로 해적들의 박력 넘치는 전투를 즐기실 수 있
습니다.

도쿄디즈니씨
‘디즈니 파이러츠 서머’

이 밖에도 디즈니호텔, 디즈니리조트라인, 익스피어리에서도 여름 기간 한정의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여름의 도쿄디즈니리조트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일반 고객분께는 아래의 연락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디즈니리조트 인포메이션센터 TEL 0570-00-8632 (9:00~17:00)
일부 PHS, 인터넷전화, 국제전화로 거실 경우 TEL 045-33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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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Disney

첨부 자료
◆ 도쿄디즈니랜드 ‘도널드의 핫 정글 서머’ ◆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오! 서머 만세!’
공연 장소:
공연 시간:
공연 횟수:
출연자 수:

캐슬 포어코트
약 20분
1일 2회
약 45명

6년 만에 신데렐라 성 앞의 무대에서 공연하는 새로운 한여름 밤의 엔터테인먼트는 박력
넘치는 불꽃 연출 속에서 대량의 물보라를 맞으며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쿄디즈니랜드에 출현한 색색의 멋진 정글을 무대로 도널드덕과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디
즈니 친구들이 화려한 코스튬을 입고 신나는 음악과 댄스를 선보이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무대 공연을 펼칩니다.
대량의 물보라,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프로젝션 매핑 효과까지 더해져 한여름 밤의
정글은 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피날레에 가까워지며 더욱 격렬해지는 물보라와 함께 디즈
니 친구들과 게스트 여러분은 하나가 되고, 이곳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신기한 정글에서의
한때를 만끽하게 됩니다.
＜출연 캐릭터＞
도널드덕,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데이지덕, 구피,
칩, 데일, 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공연 횟수가 변경되거나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데코레이션】
파크 입구에는 정글을 테마로 하여 색색의 데코레이션이 설치됩니다. 선명한 색상의 코스튬을
입은 디즈니 친구들도 그려져 있어 설레는 여름 기분을 더욱 활기차게 꾸며줍니다.

파크 입구 데코레이션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Disney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Disney

【스페셜 상품】
한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도널드의 핫 정글 서머’의 스페셜 상품이 약 80종류 등장합니다. 친구들
과 맞춰 착용하고 파크를 즐길 수 있는 티셔츠, 반바지, 봉제인형 배지 등의 아이템은 최고로 즐거
운 여름날을 보내기에 손색이 없는 아이템입니다. 야광 팔찌는 밤에 더욱 돋보이는 선명한 색상의
주목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이 밖에도 도널드덕의 안고 자는 베개와 도널드덕의 얼굴이 입체적으
로 디자인된 티슈 박스 커버 등 특색있는 도널드덕 상품이 다양하게 준비됩니다.

티셔츠
(S, M, L, LL) 각 2,600엔
반바지
(M, L) 각 2,300엔

티셔츠
(100, 120cm) 각 1,900엔, (140cm) 2,300엔
(S, M, L, LL) 각 2,600엔, (3Ｌ) 2,900엔

야광 팔찌
각 500엔

봉제인형 배지 각 1,700엔
(칩과 데일은 세트로 2,800엔)

쿨링 타월〈COOLCORE〉 2,000엔

【스페셜 메뉴】
불꽃과 물을 사용한 역동적인 분위기의 ‘도널드의 핫 정글 서머’를 한층 더 즐기실 수 있
는 스페셜 메뉴가 12종류 등장합니다. ‘리프레시먼트 코너’에서 판매하는, 빨간 빵에 야채
소스를 넣은 특별한 핫도그는 불꽃을 테마로 한 스태미나에 좋은 야성적인 느낌의 메뉴입
니다. ‘보일러 룸 바이츠’, ‘휴이・듀이・루이의 굿타임 카페’, ‘캡틴 훅스 갤리’에서 각각 판
매하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의 화려하고 귀여운 음료는 물을 테마로 한여름 더위를 날려
버릴 청량감이 느껴지는 메뉴입니다.
이 밖에도 도널드덕을 모티브로 한 기념컵 포함 디저트, 기념 접시 포함 디저트도 판매합
니다.

‘리프레시먼트 코너’
스페셜 세트 960엔

‘보일러 룸 바이츠’
스파클링 드링크(블루 시럽)
‘캡틴 훅스 갤리’
스파클링 드링크(레몬 시럽)
‘휴이・듀이・루이의 굿타임 카페’
스파클링 드링크(라즈베리 시럽)
각 380円

※스페셜 상품, 스페셜 메뉴는 2019년 7월 8일(월)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스페셜 상품, 스페셜 메뉴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품절되거나 판매가 종료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Disney

◆ 도쿄디즈니랜드 기타 프로그램 ◆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주디와 닉의 점핑 스플래시’
공연 장소:
공연 시간:
공연 횟수:
출연자 수:

캐슬 포어코트
약 10분
1일 4회
약 10명

올해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디와 닉의 점핑 스플래시’는 물을 뿌
리는 공연으로 디즈니 영화 ‘주토피아’의 주디 홉스와 닉 와일드가
출연합니다.
영화로 널리 알려진 주제곡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
등 밝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게스트 여러분은 대량
의 물보라를 맞으며 청량감이 느껴지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캐릭터＞
주디 홉스, 닉 와일드

‘주디와 닉의
점핑 스플래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공연 횟수가 변경되거나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사진은
※사진은
모두이미지입니다.
이미지입니다. ©Disney
©Disney

◆ 도쿄디즈니씨 ‘디즈니 파이러츠 서머’ ◆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파이러츠 서머 배틀 ‘겟 웻!’”
공연 장소:
공연 시간:
공연 횟수:
출연자 수:

메디테러니언 하버
약 25분
1일 3회
약 90명

메디테러니언 하버에서는 해적들이 대량의 물보라와 함께 펼
치는 박력 넘치는 전투 “파이러츠 서머 배틀 ‘겟 웻!’”을 올해
도 선보입니다.
포르토 파라디조를 점령한 캡틴 바르보사의 해적단. 그곳에 전
설의 배를 탄 바르보사가 등장하면 게스트 여러분을 어엿한 해적
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물을 뿌리며 수행이 실시됩니다. 수행을 통
하여 게스트 여러분과 해적들이 단결되었을 무렵, 캡틴 잭 스패로
우가 낡은 배를 타고 등장하여 숙적인 바르보사에게 화해를 요청
합니다. 바르보사는 이를 승낙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잊
자는 연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량의 물을 맞으며 진행되던 즐
거운 연회는 잭 스패로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전설의 배
를 둘러싼 전투로 바뀌고 맙니다. 대량의 물과 격렬한 불꽃을 사
용한 박력 넘치는 전투 장면, 해적들의 유쾌한 연회 장면 등 여름

“파이러츠 서머 배틀 ‘겟 웻!’”

더위도 싹 날아갈 정도로 거칠고 멋진 세계를 해적들과 함께 즐
겨보시기 바랍니다.
＜출연 캐릭터＞
캡틴 잭 스패로우, 캡틴 바르보사

기타 엔터테인먼트
메디테러니언 하버에서는 교관의 지도 아래 게스트 여러분을
어엿한 해적으로 키우는 참가형 애트머스피어 엔터테인먼트를
실시합니다. 또한, 개성 강한 해적들이나 캡틴 잭 스패로우의 그
리팅도 실시합니다.

※각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공연 횟수가 변경되거나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Disney

【데코레이션】
사나운 해적들에게 점령된 메디테러니언 하버 주변은 검은색과 빨간색을 바탕으로 한
해적들의 세계로 변신합니다. 해골이 그려진 해적 깃발을 모티브로 한 데코레이션이 설치
되고 해적선을 타고 모험을 떠나는 듯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체험형 포토 로케이션이
등장합니다.

데코레이션

포토 로케이션

【스페셜 상품】
해적 기분을 더욱 실감나게 할 스페셜 상품이 약 70종류 등장합니다. 디즈니 영화 ‘캐리비
안의 해적’의 세계를 테마로 해적 깃발이 디자인된 티셔츠와 목욕 수건, 리스트 밴드 등의 아
이템을 판매합니다. 또한, 해적의 호쾌한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는 손잡이가 달린 유리잔이 등
장하고, 해적으로 변신하고 모험을 떠나려는 디즈니 친구들이 디자인된 티셔츠와 해적 이어
해트 등의 아이템도 판매합니다. 이 밖에도 두근두근 장난끼 넘치는 장난감 등의 아이템도
선보입니다.

티셔츠
(남성 M-L)
2,600엔

티셔츠
(여성 M-L)
2,600엔

목욕 수건 3,400엔

유리잔 1,500엔

티셔츠
(100, 120cm) 각 1,900엔, (140cm) 2,300엔
(S, M, L, LL) 각 2,600엔, (3Ｌ) 2,900엔
리스트 밴드 900엔
쿨링타월〈COOLCORE〉 2,000 엔

장난감 2,000엔

【스페셜 메뉴】
해적 느낌을 담아낸 메뉴와 칵테일 등 16종류의 스페셜 메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 포르토피노’의 가자미 프리터가 호쾌하게 올려진 파스타
세트는 새콤한 맛이 더해져 산뜻한 풍미를 맛보실 수 있는 무더운 여름에도
걸맞은 메뉴입니다. ‘뉴욕 델리’와 ‘맘마 비스코티즈 베이커리’에서도 해적과
바다를 테마로 한 메뉴를 판매합니다. 또한, 해적 기분으로 건배를 즐기실
수 있는 칵테일도 다수 등장합니다.
‘카페 포르토피노’
스페셜 세트 1,880엔

※스페셜 상품, 스페셜 메뉴는 2019년 7월 8일(월)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스페셜 상품, 스페셜 메뉴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품절되거나 판매가 종료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Disney

◆ 디즈니호텔 ◆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과 도쿄디즈니랜드 호텔의 레스토랑에서는 도쿄디즈니랜드의 스
페셜 이벤트 ‘도널드의 핫 정글 서머’를 모티브로 한 여름에 걸맞은 선명한 색상의 스
페셜 메뉴를 제공합니다.
도쿄디즈니씨 호텔 미라코스타의 레스토랑에서는 도쿄디즈니씨의 스페셜 이벤트 ‘디즈니
파이러츠 서머’를 테마로 한 스페셜 메뉴와 콜렉터블 유리잔이 포함된 스페셜 음료를 준비합
니다. 또한, 기간 한정 디자인의 기념 메달이 등장합니다.
디즈니호텔에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메뉴는 2019년 7월 8일(월)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콜렉터블 유리잔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디즈니리조트라인 ◆
디즈니리조트라인에서는 도쿄디즈니랜드의 스페셜 이벤트 ‘도널드
의 핫 정글 서머’와 도쿄디즈니씨의 스페셜 이벤트 ‘디즈니 파이러츠
서머’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자유승차권을 각 역의 자동발매기에
서 판매합니다. 또한, 디즈니리조트라인 오리지널 디자인의 기념 메
달이 각 역에 등장합니다.

자유승차권

◆ 도쿄디즈니리조트 베케이션 패키지 ◆
여름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특별 관람석(구역)에서 즐기실 수 있는 공연 관람권 포함
플랜 외에도 커스토디얼 디즈니 도우미 체험이 가능한 ‘커스토디얼 키즈!’, 도쿄디즈니씨의
어트랙션 ‘베네치안 곤돌라’에서 실제로 배를 젓는 곤돌리에 체험이 가능한 “베네치안 곤돌라
‘키즈 곤돌리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여름 방학 추억 만들기에 손색이 없는 숙박 플랜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쿄디즈니리조트 온라인 예약&예매사이트(https://reserve.tokyodisneyresort.jp/)를 확인해
주십시오.

◇ 익스피어리 ◇
마이하마역 앞의 상업 시설, 익스피어리에서는 여름 이벤
트를 7월 하순부터 실시합니다. 2층 셀러브레이션 플라자에
서는 더위를 날려버릴 물을 뿌리는 프로그램 개최가 예정되
어 있으며, 여름 방학 숙제의 테마로도 활용하기 좋은 워크
숍도 개최하는 등 신나는 체험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거리 안 점포에서는 여름 외출을 즐겁게 할 패션
이나 레저 아이템 등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여름을 이겨내는 시원한 디저트 등을 즐기실

익스피어리
작년 여름 이벤트 모습

수 있습니다.
※사진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Dis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