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보도 관계자 여러분께
주식회사 오리엔탈랜드
(Oriental Land Co., Ltd.)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
‘디즈니 크리스마스’
11월 8일(목)~12월 25일(화)
애니버서리 이벤트 “도쿄디즈니리조트 35주년 ‘Happiest Celebration!’”을 개최 중인 도쿄
디즈니리조트에서는 11월 8일(목)부터 12월 25일(화)까지 48일간, 올해 새롭게 바뀐 테마를
선보이는 도쿄디즈니씨를 비롯하여 도쿄디즈니랜드, 디즈니호텔, 디즈니리조트라인의 각 시설
에서 매력 넘치는 올해만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도쿄디즈니씨에서는 테마를 새롭게 바꾸어 올해 처음
으로 정통 레뷔쇼를 개최하는 등 화려한 분위기의 크리
스마스를 게스트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메디테러니언 하버에서는 디즈니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음악과 정통 라이브 퍼포먼스가 가득한 새로운 낮의 하
버 쇼 ‘잇츠 크리스마스 타임!’을 공연합니다. 가수가 부
르는 노래와 함께 댄서들이 경쾌한 탭댄스와 아름다운
라인 댄스를 연이어 선보이는 이 레뷔쇼는 게스트 여러
분을 근사한 크리스마스로 인도합니다. 도쿄디즈니씨가
화려한 세계로 변신하는 압도적인 무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수상 크리스마스트리가 환상적으로 빛나는 ‘컬
러 오브 크리스마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연합니다.

도쿄디즈니씨
‘디즈니 크리스마스’

올해 새로운 장식으로 바뀐 배를 타고 디즈니 친구들이 어둠이 내린 메디테러니언 하버
를 낭만적으로 수놓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워터프런트의 호화 여객선 S.S.콜럼비아호 앞에는 약 15미터 높이의 거대
한 트리에 35주년 로고가 장식되고, 로스트 리버 델타는 새로운 데코레이션과 일루미네이션
으로 꾸며져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알록달록하고 밝은 크리스마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테마포트별로 각양각색의 일루미네이션이 빛나는 크리스마스 세계가 게스트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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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디즈니랜드에서는 35주년 애니버서리 이어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개최합
니다.
35주년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월드 바자의 ‘셀러브레이션 스트리트’에서는 밤이 되면 크
리스마스 기간 한정으로 특별한 연출을 실시합니다. 크리스마스 색깔로 수놓인 셀러브레이션
타워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음악과 영상, 빛 연출이 월드 바자를 장식하며 게스트 여러분께
환상적인 공간을 선사합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신데렐라 성 뒤에 설치되는 크리스마스트
리에도 35주년 로고가 장식되는 등 파크 전체에서 35주년만의 크리스마스가 펼쳐집니다.
낮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디즈니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즐기
실 수 있는 퍼레이드 ‘디즈니 크리스마스 스토리즈’를 실시하고, 일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에 크리스마스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등 도쿄디즈니랜드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올해만의
환상적이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 ‘도쿄디즈니씨 호텔 미라코스타’, ‘도쿄디즈니랜드 호텔’,
‘디즈니리조트라인’에서도 매력이 가득한 다양한 크리스마스를 개최합니다.
35주년이라는 애니버서리 이어를 맞이한 도쿄디즈니리조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올해에만 만나실 수 있는 최고로 낭만적이고 ‘Happiest’한 크리스마스의 한때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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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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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 도쿄디즈니씨◆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잇츠 크리스마스 타임!’
공연 장소: 메디테러니언 하버
공연 시간: 약 25분
공연 횟수: 1일 2회(낮 공연)
출연자 수: 약 130명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잇츠 크리스마스 타임!’은 크리스마스 음악과 라이브 퍼포먼스로
가득한 레뷔쇼입니다.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디즈니 친구들과 가수, 댄서가 도쿄디즈니씨에서
만 만날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호화로운 한때를 게스트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디즈니 친구들이 펼치는 이 공연에서는 가수가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노래하면 색색의 화려
한 의상을 차려입은 댄서가 등장하여 크리스마스 명곡에 맞춰 경쾌한 탭댄스와 발이 딱딱 들
어맞는 아름다운 라인 댄스 등을 선보이며 게스트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공연 종반에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이 무대 위로 모여 소중한 사람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
내는 기쁨을 서로 나누다 보면 물 위에 2개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솟아오르고, 산타클로스와
더피&프렌즈도 배를 타고 등장하여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마지막에는 퍼포머 전원이
압도적인 라인 댄스를 선보이며 하버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상공에는 불꽃놀이가 성대하게
쏘아올려지며 화려한 레뷔쇼는 피날레를 맞이합니다.
＜출연 캐릭터＞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덕, 데이지덕, 플루토, 구피, 칩, 데일, 맥스, 클라리스, 스
크루지 맥덕, 더피, 쉐리메이, 젤라토니, 스텔라루, 산타클로스

◇‘컬러 오브 크리스마스’
공연 장소: 메디테러니언 하버
공연 시간: 약 15분
공연 횟수: 1일 1회(밤 공연）
출연자 수: 26명
‘컬러 오브 크리스마스’는 약 15미터 높이의 거대한 크리
스마스트리와 작은 트리 장식물이 눈부시게 빛나는 환상적인
밤의 수상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미키마우스와 디즈니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장신구가 환하게
빛나는 배를 타고 등장하여 어둠이 내린 메디테러니언 하버를
낭만적으로 수놓습니다.
‘컬러 오브 크리스마스’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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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캐릭터＞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덕, 데이지덕, 구피, 플루토, 칩, 데일, 더피, 쉐리메이, 젤
라토니, 스텔라루, 피노키오, 지미니 크리켓, 지니, 아부

◇‘컬러 오브 크리스마스 - 애프터 글로우’
공연 장소: 메디테러니언 하버
공연 시간: 약 3분 (‘브랜 뉴 드림’(불꽃놀이) 종료 후 약 15분 간격）
눈부시게 아름다운 분위기로 감싸인 메디테러니언 하버에서
는 사람들의 소원이 모여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작은
트리 장식물이 불꽃놀이가 끝난 후에도 크리스마스 음악에 맞
춰 색색의 빛을 계속 발합니다. 올해도 일부 공연에서는 눈 내
리는 연출이 더해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컬러 오브 크리스마스 - 애프터 글로우’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일부 애트머스피어 엔터테인먼트, 디즈니 캐릭터 그리팅도 크리스마스 기간 한정 스페셜
버전을 선보입니다.
애트머스피어 엔터테인먼트
도쿄디즈니씨 마리타임 밴드
펀 커스토디얼

공연 장소
워터프런트 파크

디즈니 캐릭터 그리팅

장소

더피

빌리지 그리팅 플레이스

쉐리메이

파크 입구

에리얼

에리얼의 그리팅 그로토

이 밖에도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착용한 캐릭터가 파크 곳곳에 등장합니다.
※각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공연 횟수가 변경되거나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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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레이션】
도쿄디즈니씨에서는 테마포트별로 각양각색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감상하실 수 있
습니다.
아메리칸 워터프런트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S.S.콜럼비아호 앞에 약 15미터 높이의 거
대한 크리스마스트리가 등장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35주년 로고가 설치되어 이번 해에만 만
나실 수 있는 축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또한, 워터프런트 파크에서는 환상적으로 빛나는 크
리스탈 트리와 눈의 결정을 모티브로 한 데코레이션 등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는 ‘스
노우 크리스탈 일루미네이션’을 실시합니다.
로스트 리버 델타에서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과 일루미네이션을 올해는 더욱 화려하고
눈부시게 선보입니다. 테마는 도널드덕, 호세 카리오카, 판치토와 주민들이 이곳을 방문하
는 게스트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알록달록
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일루미네이션입니다. 밝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세계가 게스
트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아메리칸 워터프런트의 크리스마스트리

로스트 리버 델타의 데코레이션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Disney

◆도쿄디즈니랜드◆
【데코레이션】
◇‘셀러브레이션 스트리트’
“도쿄디즈니리조트 35주년 ‘Happiest Celebration!’”의 개최 기간 동안 많은 게스트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는 월드 바자의 ‘셀러브레이션 스트리트’의 밤 연출에서는 기간 한정으로 크리스마스
버전을 실시합니다. 음악과 빛에 둘러싸인 특별한 크리스마스 연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러브레이션 스트리트’

◇그 밖의 데코레이션
도쿄디즈니랜드의 신데렐라 성 뒤에는 살아있는 나무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생목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합니다. 올해 한정으로 선보이는 35주년 로고가 장식된 트리가 게스트 여러분을 기
다립니다.
또한, 신데렐라 성 앞 플라자에는 크리스마스날 거리에서 신나게 들떠 있는 모습의 미키마
우스와 디즈니 친구들이 디자인된 데코레이션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테마랜드에는 크리스마스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장식과 포토 로케이션이 등
장하여 도쿄디즈니랜드의 환상적이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신데렐라 성 뒤의 크리스마스트리

신데렐라 성 앞 플라자의 포토 로케이션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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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디즈니 크리스마스 스토리즈’
공연 장소: 퍼레이드 루트
공연 시간: 약 40분
공연 횟수: 1일 2회(낮 공연)
출연자 수: 약 120명
‘디즈니 크리스마스 스토리즈’는 디즈니 친구들이 소중한 사
람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환상적이고 즐겁게 선
보이는 퍼레이드입니다.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도널드덕이 데이지덕, 장난꾸러기
조카들인 휴이, 듀이, 루이와 모두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를 표현한 플로트를 시작으로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벨과 야
수의 낭만적인 연인들의 크리스마스 등 총 7가지 이야기를

‘디즈니 크리스마스 스토리즈’

퍼레이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가 도중에 2곳에서 정지하면, 종소리가 울리며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됩니다. 디
즈니 친구들이 흔드는 방울 소리와 함께 게스트 여러분은 손뼉을 치며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점점 빨라지는 크리스마스 노래에 맞춰 파티 분위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피날레에서는 퍼레
이드 루트에 눈이 내리며 게스트 여러분과 디즈니 친구들이 함께 가슴 따뜻해지는 크리스마
스를 축하합니다.

＜출연 캐릭터＞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덕, 데이지덕, 구피, 플루토, 칩, 데일, 맥스, 스크루지 맥덕,
휴이, 듀이, 루이, 우디, 제시, 버즈 라이트이어, 불스아이, 녹색군, 백설공주, 일곱 난쟁이,
릴로, 스티치, 엔젤, 벨, 야수, 안나, 엘사, 올라프
※퍼레이드는 ①웨스턴랜드와 판타지랜드 사이, ②플라자 이렇게 총 2곳에 정지합니다.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퍼레이드 및 일부 애트머스피어 엔터테인먼트, 디즈니 캐릭터 그리팅도 크리스마스 기간
한정 스페셜 버전을 선보입니다.
퍼레이드/공연

공연 장소

도쿄디즈니랜드 일렉트리컬 퍼레이드-드림라이츠

퍼레이드 루트

디즈니 캐릭터 그리팅
툰타운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착용한 디즈니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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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트머스피어 엔터테인먼트

공연 장소

도쿄디즈니랜드 밴드
바이시클 피아노

월드 바자/플라자 테라스

색소폰 포
오푸스 파이브

투머로우랜드

펀 메인터넌스

퍼레이드 루트, 그 밖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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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랙션】
아래 2곳의 어트랙션에서는 기간 한정 스페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

실시 기간

혼티드 맨션 “홀리데이 나이트메어”

2018년 9월 1일(토)~2019년 1월 3일(목)

컨트리 베어 시어터 ‘징글벨 잼버리’

2018년 11월 3일(토)~2018년 12월 28일(금)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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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 공통 ◆
【스페셜 상품】
도쿄디즈니씨에서는 35주년 크리스마스트리를 배경으로 새로운 코스튬을 입은 미키마우스
와 미니마우스가 디자인된 문구류, 봉제인형 배지, 과자 등을 비롯하여 심플한 라인 아트로
캐릭터를 표현한 핸드크림 세트 등 약 50종류의 상품이 등장합니다.
또한, 더피&프렌즈가 겨울이 찾아온 케이프코드를 즐기는 모습이 디자인된 상품과 크리스
마스날 아침의 더피&프렌즈의 모습이 그려진 상품도 등장합니다.
도쿄디즈니랜드에서는 35주년만의 알록달록하고 선명한 색감이 돋보이는 크리스마스 상품
을 약 55종류 판매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봉제인형 밴드는 퍼레이드에 맞춰 흔들
면 아름다운 방울 소리가 울리는, 퍼레이드를 한층 즐겁게 만들어 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옷 등의 아이템을 골라 나만의 오리지널 ‘스노스노’를 만들 수 있는 “스
노스노 ‘메이크 잇 마인’”은 올해 도쿄디즈니랜드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파크 공통 상품으로는 새롭게 ‘스노 플루토’가 추가된 ‘스노스노’ 상품과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 라이트를 판매합니다. 이와 함께 도쿄디즈니랜드 개장 이후 유일하
게 35년간 계속 실시되어 온 크리스마스 이벤트의 역사를 뒤돌아 보는 디자인의 상품과 미
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과거의 크리스마스 이벤트 코스튬을 입은 모습이 그려진 쿠션 등
약 95종류의 상품이 등장합니다.
※스페셜 상품은 11월 1일(목)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더피&프렌즈 관련 상품은 11월 2일(금)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스노스노 ‘메이크 잇 마인’” 상품은 11월 6일(화)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스페셜 상품은 판매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품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크림 세트 2,100 엔
(도쿄디즈니씨)

스노 스노 ‘메이크 잇 마인’
기본 세트 2,200 엔/아이템 각 400 엔
(도쿄디즈니랜드)

코스튬 세트 각 4,800 엔
※봉제인형(S)는 별도 판매.
(도쿄디즈니씨)

봉제인형 배지 각 1,500 엔
(두 파크 공통)

봉제인형 밴드 1,500 엔
(도쿄디즈니랜드)

쿠션 2,000 엔
캔 배지 세트 3,200 엔
메모지 700 엔
(두 파크 공통)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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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메뉴】
도쿄디즈니씨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메뉴가 등장합니다. ‘카페 포르토피노’에서
는 트리를 테마로 하여 만든 파스타, 크리스마스다운 색감을 살린 따뜻한 수프, 선물 상자 모
양을 연상케 하는 디저트로 구성된 스페셜 세트를 판매합니다.
도쿄디즈니랜드에서는 평소보다 좀 더 호화로운 기분을 맛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메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헝그리 베어 레스토랑’에서는 해시드 비프가 등장하여 크리스마스 기
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기분을 낼 수 있는 메뉴로서 크리
스마스 리스 모양을 한 도넛도 등장합니다.
이 밖에도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 두 파크 모두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메뉴인 초콜릿 맛 추로스와 사과를 사용한 따뜻한 음료를 올해도 판매합니다.
※스페셜 메뉴는 11월 1일(목)부터 선행 판매합니다.
※스페셜 메뉴는 내용이 변경 또는 품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 포르토피노
스페셜 세트
1,880엔

헝그리 베어 레스토랑
햄버그&에그의 해시드 비프(라지 사이즈)
1,280엔

【푸드 프로그램】
도쿄디즈니씨에서는 푸드 프로그램 ‘테이스트 오브 크리스마스’를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메리칸 워터프런트의 뉴욕 구역에서 “뉴욕 주민들이 준비한 ‘식사 전에
술과 간편식을 곁들여 대화를 즐기는 풍요로운 시간’”을 테마로 진행됩니다. 뉴욕 구역에
있는 각 점포는 크리스마스 특별 장식으로 꾸미고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주류
와 그에 딱 맞는 메뉴를 준비하여 게스트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게스트 여러분은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마치 뉴욕 주민이 된 듯한 기분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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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디즈니리조트 베케이션 패키지◆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 두 파크의 크리스마스를 즐기실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공연 관람권, 시간 지정이 없는 패스트패스 티켓 등이 포함된 숙박 플랜 “두 파
크의 ‘디즈니 크리스마스’를 만끽하는 2DAYS/3DAYS”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쿄디즈니리조트 온라인 예약&예매사이트(https://reserve.tokyodisneyresort.jp/)를 확인
해 주십시오.

◆디즈니호텔◆
디즈니호텔은 이벤트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만의 특별한 데코레이션으로 장식되어 멋진 한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황금기를 맞이한 1930년대의 미국을 테마로 한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의 호텔 입구
에서는 영화 필름 모티브의 크리스마스트리를 비롯한 일루미네이션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위시’와 ‘디스커버’로 이루어진 도쿄디즈니 셀러브레이션 호텔의 각 로비에는 작년에 이어 올
해도 각 호텔의 테마에 맞춘 장신구로 장식된 크리스마스트리가 등장합니다. 꿈과 환상이 테마인
‘위시’에서는 장미 등의 장신구가 눈부시게 빛나는 트리가 설치되어 로비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모험과 발견이 테마인 ‘디스커버’에서는 플루메리아 등이 장식된 빨간 색조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됩니다.
또한, 레스토랑과 라운지에서는 파크에서 개최하는 스페셜 이벤트 분위기가 담긴 화려한 메뉴를 판
매합니다.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과 도쿄디즈니랜드 호텔에서는 디즈니 친구들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세계관이 느껴지는 요리를 준비합니다. 도쿄디즈니씨 호텔 미라코스타에서는 1년 중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계절인 크리스마스에 걸맞은 화려한 코스 요리와 뷔페로 게스트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디즈니 앰버서더 호텔의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도쿄디즈니 셀러브레이션 호텔 위시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도쿄디즈니 셀러브레이션 호텔 디스커버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디즈니리조트라인◆
디즈니리조트라인에서는 일부 차량이 크리스마스 테마의 랩핑 차량으로 운
행됩니다. 또한, 각 역에서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등장하여 도쿄디즈니
리조트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밖에도 도쿄디즈니씨의 스페셜 이벤트를 테마로 한 디자인의 자유승차권
을 각 역에서 판매합니다.
자유승차권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Dis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