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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디즈니 리조트
디테일에 담긴 마성의 즐거움
동화 속 왕자나 공주가 되어 환상적인 모험을 하는 것은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꿈꿨던
일이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동화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과 함께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글 ·사진 임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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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추며 흥겨움을 선사한다.
도쿄디즈니씨 개장 15주년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크리스털 위시 저니’(Crystal Wishes
Journey) 프로그램이다. 도쿄디즈니씨는 올해 ‘더 이어 오브 위시’(The Year of Wishes)를 주제로
다채로운 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도쿄디즈니씨는 연신 불꽃을 뿜는 프로메테우스 화산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미국 뉴욕 항구를
재현한 ‘아메리칸 워터프런트’, 미래의 항구를 형상화한 ‘포트 디스커버리’, 중앙아메리카 정글 속
고대 문명을 탐험하는 ‘로스트 리버 델타’, 인어공주가 있는 ‘머메이드 라군’, 해저 비밀을 탐험하는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 아라비안나이트의 세계를 체험하는 ‘아라비안 코스트’, ‘메디테러니언 하
버’ 등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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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머메이드 라군 시어터에서 진행되는 ‘킹 트리톤 콘서트’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공연이다. 공연

7 ‘신드바드 스토리북
보야지’, 8 스릴 어트랙션
‘타워 오브 테러’가 진행되는
건물. 9 아름다운 인어공주의
화려한 공중곡예를 감상할 수
있는 ‘킹 트리톤 콘서트’.

은 인간 세계를 동경하는 아름다운 인어공주 에리얼(Ariel)을 위해 아버지 트리톤이 마련한 공연을
내용으로 한다. 에리얼은 해저 왕궁처럼 꾸며진 예쁜 공간을 헤엄치듯 공중곡예를 하며 디즈니 만
화 ‘인어공주’의 노래 ‘파트 오브 유어 월드’(Part of Your World)와 ‘언더 더 씨’(Under the Sea)를
부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어가 실제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는 배우의 연기
와 미역 모양의 대형 샹들리에가 인상적이다.
아라비안 코스트에 있는 ‘신드바드 스토리북 보야지’에서는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가며 괴물, 악당
과 싸우고 보물을 발견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드바드의 모험을 함께한다. 배에 편안하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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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을 떠날 수 있어 어린 자녀와 함께 즐기기 좋다.
성인을 위한 스릴 어트랙션 ‘타워 오브 테러’도 있다. 아프리카 인형의 저주에 걸려 감쪽같이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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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물 수집가 해리슨 하이타워 3세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관람객이 엘리베이터에 올라
의자에 앉으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급강하하는 어트랙션으로 머리가 쭈뼛 서고 심장이 오그라
드는 공포와 쾌감을 선사한다.

1 도쿄디즈니씨
메디테러니언 하버 풍경.
2 고풍스런 자동차로 공원을
지나는 방문객. 3 ‘크리스털 위시
저니’. 4 밤에 펼쳐지는 수상 공연
‘판타즈믹!’. 5 곤돌라.
6 미키마우스 모양
비누 거품.

어릴 적 미키 마우스와 도널드 덕은 웃음을 선사하는 장난꾸러기 친구였다. 인어공주와 백설공주,

이밖에 그림자 세계 속으로 들어간 소녀 ‘메이’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뮤지컬 ‘아웃

신데렐라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었고, 피터 팬과 신드바드는 함께 모험을 떠나는

오브 섀도랜드’, 미니 마우스와 데이지 덕이 새로운 의상을 입고 등장해 정열적인 라틴
분위기 축제를 여는 ‘미니의 트로피컬 스플래시’가 15주년을 맞아 7월부터 진행된다.

상상 속 친구였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어린이에겐 즐거운 놀이터이지만, 어른에게는 그 시절 아련한 동심을 떠올리
는 공간이다. 외부 세계와 완벽히 분리된 그곳에서는 캐릭터 셔츠와 머리띠, 모자로 치장하거나 온
몸을 캐릭터 인형으로 감싸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곳에선 세상일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전혀
다른 꿈과 환상의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도쿄디즈니랜드(Land)와 도쿄디즈니씨(Sea), 호텔, 쇼핑센터 등으로 구성
된 일본 최초의 테마 리조트이다. 도쿄디즈니랜드가 디즈니 영화 속 꿈과 환상을 현실 속에 구현했
다면, 도쿄디즈니씨는 바다에 얽힌 전설과 모험을 주제로 한다. 좀 더 성인 취향으로 어트랙션과 쇼
가 구성된 도쿄디즈니씨에서는 맥주도 마실 수 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제대로 즐기려면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현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소에 주목
해야 한다. 공원 곳곳에서 만나는 캐릭터는 동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현실감이 있고, 어트랙션
은 현실과 상상을 넘나든다.

도쿄디즈니씨, 바다 속 전설과 모험의 세계
파스텔 톤 건물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남부 유럽의 낭만적인 풍광이 펼쳐지는 도쿄디즈니씨의
‘메디테러니언 하버’. 항구에 있는 무대 세 곳에 관람객이 구름처럼 모였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미
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 도널드 덕과 데이지 덕, 구피 등이 배를 타고 등장하자 박수소리와 환호
성이 울려 퍼진다. 제트스키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하고, 하늘에서는 가오리연이 군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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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며 분위기를 띄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무용수와 함께 모두의 소원이 이뤄지길 기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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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플래시 마운틴’.
2 디즈니랜드의 입구
조형물. 3 신데렐라 성에서의
프로젝션 매핑 쇼. 4 ‘스타워스 :
더 어드벤처스 컨티뉴’.
5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

익스피어리(IKSPIARI) 쇼핑몰

나리타공항이나 하네다공항에서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직접 연결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나리타공항에서는 55분, 하네다공항에서는
45분이 걸린다. 요금은 나리타공항 출발편이 어른 2천450엔, 어린이
1천230엔이며, 하네다공항에서는 어른 830엔, 어린이 420엔이다.
도쿄에서는 신주쿠역과 도쿄역에서 직행버스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관문인 마이하마(舞浜) 전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대형
쇼핑몰 ‘익스피어리’가 나타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디즈니 스토어를
비롯해 패션, 잡화, 음식점, 영화관 등 144개 시설이 들어서 있다. 주로
도쿄 디즈니 리조트 방문객이 식사하거나 기념품을 살 때 이용한다. 일본
국내외 맥주 대회에서 수상한 맥주 ‘하베스트문’(Harvestmoon)을 맛볼 수
있는 ‘로티스 하우스’(Roti’s House), 초콜릿 전문점인 ‘막스 브레너’(MAX
BRENNER), 정글 분위기의 체인 카페인 ‘레인포레스트 카페’ 등이 유명하다.
www.iksspiari.com

이용 방법
티켓

3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부지가 넓고 어트랙션과 쇼, 퍼레이드가 다양해 하루에 다
즐길 수 없다. 티켓도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로 구분돼 있다. 통합권은
연간권만 있다.
어트랙션을 이용할 때는 ‘패스트 패스’(Fast Pass)가 편리하다. 인기가 많은
어트랙션에 줄 설 필요 없이 미리 시간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어트랙션에
있는 자판기에서 예약 티켓을 발급받으면 된다.

디즈니 캐릭터와 함께하는 환상의 세계
도쿄디즈니랜드는 디즈니랜드의 랜드마크인 신데렐라 성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로 여행을 떠나는 ‘웨스턴 랜드’, 열대 정
글의 강을 탐험하는 ‘어드벤처 랜드’, 작은 동물이 사는 ‘크리터 컨트리’, 디즈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판타지 랜드’, 디즈니 캐릭터가 사는 마을인 ‘툰 타운’, 우주

티켓 가격

와 미래 세계로 구성된 ‘투머로우랜드’, 빅토리아 시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월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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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투머로우 랜드에 있는 ‘스타투어스 : 더 어드벤처스 컨티뉴’는 지난 2013년 첫선을 보인
4D 어트랙션으로 영화 ‘스타워스’에 등장하는 ‘3PO’, ‘R2D2’와 함께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다. 우주선 모양의 놀이기구에 오르면 우주 공간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전투를 벌이
며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동산이지만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어트랙션도 있다. 크리터 컨트

도쿄디즈니랜드와 도쿄디즈니씨, 오피셜호텔이 모여 있는 베이 사이드, 티켓
센터가 있는 리조트게이트웨이 등 4개 역을 4~13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모노레일이다. 요금은 1회 이용하는 보통승차권이 만 12세 이상 260엔, 만
6~11세 130엔이며 1일 자유승차권은 각각 650엔과 330엔이다.

리에 있는 ‘스플래시 마운틴’은 통나무배를 타고 갖가지 동물이 있는 정글과 동굴

호텔

을 지나는 모험 어트랙션으로, 3~4차례 경사진 급류를 지나고 마지막에는 16m

디즈니호텔, 오피셜호텔, 파트너호텔로 구분된다. 디즈니호텔은 6월 1일 문을
여는 도쿄디즈니 셀러브레이션 호텔을 포함해 4개가 있다. 디즈니 캐릭터를
이용한 객실이나 비품이 갖춰진 곳이 있으며,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주요 지역을
잇는 디즈니리조트라인 승차권이 제공된다. 파크 개장 시간 15분 전에 입장할
수도 있다. 파크 내에 있는 호텔로는 도쿄디즈니씨 호텔 미라코스타가 유일하다.
도쿄디즈니씨에서 펼쳐지는 쇼와 퍼레이드를 객실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오피셜호텔은 파크 티켓을 호텔 내에서 살 수 있는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 물이 많이 튀기 때문에 온몸이 젖을 각오는 해야 한다.
미키 마우스와 구피, 도널드 덕이 등장하는 흥겨운 퍼레이드는 놓치지 말도록
한다. 또 신데렐라 성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프로젝션 매핑 쇼가 진행된다. ‘신데
렐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요 장면이 신데렐라 성에
화려하게 투사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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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리조트라인

종류
1일 패스포트
2일 패스포트
3일 매직 패스포트
4일 매직 패스포트

만 18세 이상
7,400
13,200
17,800
22,400

만 12~17세
6,400
11,600
15,500
19,400

단위 : 엔
만 4~11세
4,800
8,600
11,500
14,400

문의 www.tokyodisneyresort.co.jp, +81-45-33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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