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쇼타임

쇼타임 안내 가이드에서 공연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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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 라이브쇼

줄리언 대왕, 사자 알렉스, 글로리아, 펭귄 스키퍼와 코왈스키 등 마다가스카 영화의
스타들을 만나보세요. 캐릭터마다 특색있는 파티를 벌인답니다. 이거 기막히구만!
8

11

호주 양털깎기 공연

창조 이야기

호주 골드코스트 원주민들의 ‘창조 이야기’를 담은 단편영화가 매일 오전 11:15, 오후
12:15, 1:15에 상영됩니다. 또한 불 피우기, 전통음악, 전통무기 시범, 원주민 페이스
페인팅 등 흥미로운 전통문화 체험의 시간도 매일 있으니 잊지 마세요.
11

타이거 아일랜드 공연

매일 오후 12시 드림월드의 막내 새끼 호랑이들이 조련사와 함께 놀고 수영하는 재롱을
부립니다. 매일 오후 3:30에는 호랑이의 자연생태를 배울 수 있는 새롭고 특별한
공연도 선보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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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과 B2

큰 몸집에 무시무시한 녹색 괴물인걸
자랑하는 슈렉이 인사드려요.

커들스타운의 유명한 바나나 친구 B1과 B2...
너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거 생각하는거
맞지...ABC 키즈 월드 시간이잖아!

피오나

훗

ABC 키즈 월드에서 친구들과 노래하고
노는걸 좋아하는 우리들의 친구 훗!
장화신은 고양이는 소문난 싸움재주꾼.
하지만 당해낼 수 없는 적을 만났을땐 춤으로 훗아벨
때우기도 한다구요.
장난꾸러기 보라빛 부엉이 훗아벨도 ABC
키즈 월드에서 노는걸 좋아한다구요!

장화신은 고양이

징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진저 브래드맨을
만나보세요.

공룡 도로시

코로보리 가상현실 체험

새로 준비된 드림월드 코로보리 가상현실 체험이 고대의 문화를 현재로 불러옵니다.
새로운 코로보리 가상현실 체험은 매일 오전 10:30, 오후 12시, 2:15에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골드코스트의 전통 부족들과 댄서들이 펼치는 이야기와 노래의 장은 실제
유감베족 출신 루터 코라 감독의 손으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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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

슈렉의 야무진 아내 피오나 공주.

높이 들여올려진 채찍처럼 신나는 호주의 멋을 느끼시려면 온순한 알파카, 농장견들,
숫양과 양들, 양털깎는 오지 목동이 있는 드림월드 울쉐드로 향해보세요. 호주
양털깎기 공연에서 호주식 농장생활의 참 모습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50, 11:50, 오후 2시 공연.

브록의 차고

호주의 전설적인 카레이서 피터 브록의 레이싱카를 탐험해 볼 수 있는 브록의 차고.
유명한 ‘빅 뱅어’를 포함해 28대의 실물재현 모델카와 원형 카를 전시했습니다. <피터
브록에 대하여>, <빅 뱅어>, <배서스트 9승>, <87 모빌 코모도어>의 피터 브록에
관한 4가지 미니 다큐가 매 15분마다 매일 상영됩니다.

드림월드의 추천 놀이장소 탑5

쇼타임 안내 가이드에서 출연시간을 확인하세요.

도로시의 비치 파티

댄스를 좋아하는 도로시가 모두랑 같이 춤을 추고 싶대요. 위글스 월드로 달려가 매일
벌어지는 도로시의 비치 파티 초대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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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만나기

1
2
3

하얀 꽃 모자를 쓴 공룡 도로시는 장미 먹기와
댄스가 취미.

사자 알렉스

고집불통에 의리도 강한 자칭 친구들의 대장, 강아지 왝스
사자 알렉스를 만나보세요.
늘어진 귀와 즐거운 얼굴을 한 키큰 갈색
강아지! 먹는 걸 좋아하고 정원에 구덩이
글로리아
파는게 취미랍니다.
거침없는 성격의 글로리아는 파티에서
즐기는건 확실하게 잡고 있죠!
문어 헨리

보라색 몸에 타탄 무늬 옷을 입고 밀집모자를
장난끼가 가득한 펭귄들 - 리코, 스키퍼, 쓴 말 많은 이 문어 친구는 재밌는 농담에는
선수!
코왈스키, 프라이빗을 만나보세요.

4

레고® 스토어

드림월드의 레고® 스토어는 실물크기의 레고® 모델 전시
10점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픽어브릭 벽, 2x3미터
크기 레고® 모자이크, 레고® 브릭 조각, 직접 만드는 미니
피규어™ 공간 등을 갖춘 호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레고®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타이거 아일랜드
타이거 아일랜드가 마련한 세계수준의 시설에
동물의 왕, 호랑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야생의 포식동물을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보세요. 빠져들어갈 만큼 진귀한 세상으로 특별하고
유익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드림웍스 체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인공들을 남반구에서
유일하게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마다가스카
매드니스’, ‘슈렉의 머나먼 페어리 왕국’, ‘쿵푸 팬더:
마스터의 세상’, 놀이기구와 볼거리, 라이브 공연,
드림웍스 히어로 캐릭터 출연까지, 어린이들이 열광할
거리가 가득합니다.

코로보리
드림월드 코로보리에서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스트레이트 섬 주민의 문화를 배우고 호주의 토종
야생생물들을 만나보세요. 코로보리에서는 이땅의
원주민과 동물들의 이야기가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며
느끼는 방식으로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불 만들기,
전통음악, 무기 시범도 라이브로 감상하세요.

마다가스카의 펭귄들

페더소드 선장

줄리언 대왕

자칭 ‘원숭이 나라의 황제’인 줄리언 대왕은 페더소드 선장은 해적선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진짜 상냥한 해적이라구요!
파티라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화이트워터 월드

5

내부에서 연결된 워터파크로 고개를 돌리면 꿈 속의
오아시스가 펼쳐져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는 하루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카바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케이브 오브 웨이브에서 물 위에 몸을 띄워보고
위글 베이에서 미끌어지고 넘어지며 슬라이드를
타보세요. 드림월드의 획기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스릴
슬라이드를 타고 첨벙 물 속으로 뛰어들어 진짜 물
튀기는게 어떤건지 시험해 보는 것도 재미 만점!

Madagascar, Shrek, Kung Fu Panda © 2017 DreamWorks Animation LLC. ©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7 © 2017 The Wiggles Pty Ltd

주의사항과 안내
고객 서비스

메인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 분실물 센터
- 미아 신고
- 일반 문의
- 티켓 업그레이드
- 유모차와 휠체어 대여

의무실

골드러시 컨트리와 화이트워터 월드 고객
서비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 항시 운영
- 개인 의료장비나 의약품을 의무실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흡연
드림월드와 화이트워터 월드는 이곳을 찾으시는
방문객들께 금연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퀸즈랜드 법에 따라 흡연은 지정구역에서만
허가되며 금연 지정구역에서는 음식이나 음료를
드실 수 없습니다.

쿵푸 팬더

쇼핑
보호자 바꾸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보호자 바꾸기 (Parent Swap)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린이를 돌보는
동안 다른 가족(들)이 라이드를 타고 라이드가
끝나면 자리를 바꾸는 것이 허락되어, 온 가족이
라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파슬 픽업
드림월드 체험을 더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 모든
쇼핑 상점에서는 구입품을 나중에 픽업하시는게
가능합니다. 상품을 구입하시면서 직원에게 파슬
픽업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가실 때 고객 서비스에서 받아가세요.

유아 휴게실
드림월드에는 전자렌지, 기저귀 갈이 테이블, 수유
장소 등 시설이 완비된 유아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아 휴게실은 쇼크웨이브 (지도번호
39), 징이 글라이더 (지도번호 32), ABC 펀 스팟 (
지도번호 27), 화이트워터 고객 서비스 안내의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기저귀 갈이
테이블은 파크내에 마련된 여러 장애인용
화장실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파크 규칙
고객님의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위해 다음을 포함하여 파크 규칙과 표지, 안내사항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드림월드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가지고 들어 오실 수 없습니다. 상점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가 아닌 것은 화이트워터 월드나 드림월드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류나 모든 종류의 마약은 파크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불법마약을 했거나 음주상태로는
파크에 입장하실 수 없읍니다.
• 유리제품, 날카로운 물품, 무기는 내부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흡연은 지정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드림월드와 화이트워터 월드에서는 적당한 복장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각 라이드와 시설에 신장, 체중, 나이 규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
게시판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드를 타실 때는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병이 없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저희의 장애 안내 가이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dreamworld.com.au/park-info/guests-with-disabilities
파크 규칙과 조건에 관한 상세 정보는 드림월드 정문 게시판이나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dreamworld.com.au/general/terms-and-conditions

이벤트, 공연, 라이드 시간은 드림월드의 결정에 따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페어리테일 트레져

L

환상이 현실로 변하는 곳 – 요정,
마법사, 유니콘들의 세상.

B

페이스 페인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멋진 페이스
페인팅.

C

드림픽스 사진

드림월드 기념사진을 인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

D
E

M

번야 트레이더

호주산 상품과 기념품.

N

ABC 키즈 월드 상점

내맘에 드는 ABC 키즈 상품.

O

타이거 바자

타이거 테마 신상품, 장난감 등.

P

레고® 스토어
레고 ® 상품.

F

골드러시 시대의 의상으로 분장하고
옛날로 돌아가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사진관.

메인 스트리트 임포리엄
드림월드 상품과 기념 선물.

올드 타임 사진

서프 센트럴

슈렉의 포에버 애프터

머나먼 페어리 왕국에서 온 상품, 선물,
기념품.

인기 서핑 브랜드점 의류, 악세서리.

햇쉑

R

타워 오브 테러 II

S

I

모터코스터 핏 스탑

T

비투인 더 플랙

J

젤리 벨리 - 신장개업

U

트랙사이드

G

모자, 자외선차단 크림, 선글라스 등.

H

K

버즈소우 제너럴 스토어
버즈소우 티셔츠, 모자 등!

헤어 랩스

모자, 샌들, 선글라스 등.
모터스포츠 테마 상품.

V

B

부스트 쥬스 바**

신선하고 건강한 쥬스와 스무디.

C

J

D

K

그린 빈 커피 회사 (GF) (V)
캔디 넛과 퍼지 스토어

L

아이스크림 가게

M

도우 브라더스 피자리
(GF) (V)

고급 피자, 주류허가점.
G

샌드위치 상점 (GF) (V)
신선한 샐러드, 스시, 바게트.

H

I

파크웨이 파티세리와 그릴
(GF) (V) - 신장개업

방금 구운 신선한 빵, 주문제작
버거, 고급 핫도그 등.
**계절 장소.

아일랜드 누들 오두막
(GF) (V)

타이거 아일랜드를 내려다 보며
즐기는 맛있는 국수와 현대식
스낵을 포함한 아시아의 맛.

N

핫도그 카트**

차가운 음료와 핫도그.

O

그리드 버거와 스포츠 바

고급 햄버거, 주류허가점, 에어콘이
완비된 복층건물 카페.

푸드 센트럴 (V)

패스트 푸드, 차가운 음료, 버거,
핫도그, 아이스크림.

풀 오브 빈즈**
커피와 스낵.

아이스크림, 밀크셰이크,
아이스크림 선데이.
F

빌라봉 뷔페 레스토랑
(GF) (V)

현대식 호주 뷔페 레스토랑.
주류허가점.

사탕과 초콜렛, 퍼지, 너트.
E

프레스토 훈련 카페**

차가운 음료, 아티 파이, 샌드위치,
샐러드, 케익, 원주민 풍 카페.

바이런 베이 커피, 파니니, 달콤한
디저트.

비욘드 더 비치

화이트워터 월드 상품.

추로스

팝콘, 추로스, 병음료, 솜사탕.

헤어 장신구와 기념품.

사진, 상품, 기념품.

29개 각기 다른 맛의 젤리 벨리를
고르고 믹스해서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환상의 맛을 고를 수 있는 곳.

A

플로우라이더 상점
최신 서핑 의류.

고속 스피드 브랜드점 의류, 기념품.

음식과 음료

마다가스카 화물칸

상품, 선물, 기념품이 가득가득.

Q

늘 열심이지만 좀 덜렁거리는 덩치 큰 팬더 케니와 벨린다
드림월드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 코알라.
포는 대단한 쿵푸 팬이랍니다.
케니 코알라와 케니의 여자친구 벨린다
브라운을 만나보세요.

P

바이트 미 카페 (GF) (V)

건강식 패스트푸드,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커피, 주류허가점.
Q

솔티즈 매점**

건강식 패스트푸드,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LEGO and the LEGO logo are trademarks of the LEGO Group. © 2017 The LEGO Group.

코로보리

ABC 키즈 월드		

8 드림월드 울쉐드

  
호주식 양털깎기 공연.
9 야닝 써클
페이스 페인팅, 전통음악, 불 만들기 체험.
10 무기 공연
창, 부메랑, 방패.
11 험피
코로보리 극장에서 상영하는 수상경력의 골드코스트 ‘창조
이야기’.
12   레인포리스트 열대지
화식조의 보금자리.
13   우드랜드 목지
캥거루, 코알라, 호주의 야생생물들.
14 웨트랜드 습지
바다악어의 보금자리.
15 애리드 야생 건조지
웜뱃과 딩고의 보금자리.
16 빌비 하우스
호주 사막 생활의 모습.
17 코알라(보로비) 사진관
코알라 안아보기.
18 에비어리 철망우리
트리 캥거루, 타즈마니아 데블, 조류.
19 녹터널 야행성 하우스
올빼미, 날 다람쥐, 빌비,
두꺼비 피피.

20
21
22
23

24
25
26
27

화이트워터 월드

드림웍스 체험

위글즈 월드

29

홉앤훗
100cm.
훗, 훗아벨과 함께 하는 깜짝 모험.
바나나 인 파자마의 즐거운 미로 신장제한 없음*.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놀 수 있는 바나나 인 파자마의 즐거운 미로.
기글과 훗의 해적선 신장제한 없음*.
훗, 훗아벨, 해적 훗비어드와 함께 오르는 항해의 길.
플레이 스쿨 미술 교실
플레이 스쿨의 최신아이패드 앱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맘껏 발휘하다
보면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른다구요.
빅 레드 카 라이드 신장제한 없음*.
빅 레드 카를 타고 유명한 위글 하우스 탐험.
빅레드 보트 라이드 신장제한 없음*.
위글즈 빅 레드 보트에서 하는 신나는 항해.
도로시의 티 컵 라이드 신장제한 없음*.
빙글빙글 도는 커다란 컵에 앉아 즐기는 도로시의 티 파티.
ABC 키즈 월드 펀 스팟
색색으로 꾸며진 대화형 장난감과 게임이 가득한 놀이장소.

30
31
32
33
34

35
36

37

줄리언 대왕의 극장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 라이브 ‘파티를 준비하자’를 체험해
보세요. 매일 공연시간을 확인하세요.
매드 정글 잼 신장제한 없음*.
공기 대포, 스폰지 발사대, 전망탑으로 꾸며진 신나는 놀이공간.
마다가스카 탈출
110cm.
마다가스카를 탈출하려는 펭귄들과 함께 하는 모험.
징이 글라이더
110cm.
막대사탕과 젤리 사이를 도는 비행.
장화신은 고양이 소드 스윙
110cm.
공중을 날아 모험의 세계로.
슈렉의 괴물-회전목마 신장제한 없음*.
동키, 양파 마차, 왕실 목마 중 하나에 올라타서 동화 속의 나라로
빙글빙글.
드롱키 플라이어 신장제한 없음*.
드롱키의 등에 올라 하늘을 날아보자.
팬더모니움
120cm.
가벼운 그네타기 버전이나 3.8g G포스의 힘으로 8미터까지
솟아오르는 고난도 버전 중 선택.
스카두시 범퍼카
운전자 120cm, 승객 100cm.
전설의 용 모양의 범퍼카를 타고 치고 박고 돌진.

모터 스포츠 체험

48

49
50
51

52
53

54

55

56

브록의 차고
피터 브록의 원형 모델과 실물재현 모델 레이싱카 28대를 탐험해
보는 시간.
46 V8 슈퍼카 레드라인 시뮬레이터
		
첨단기술의 슈퍼카 레이싱 시뮬레이터로 누가 제일
			
빠른가 경주.
47 핫 휠 사이드와인더
120cm.
			
			
시속 85km, 2.5g 포스, 360도 완전회전 13
				
롤러코스터.
45

57

58
59

위글 베이 최대 신장 120cm.
미니 슬라이드, 워터 스프레이, 밝은 색상의 워터 캐논과 거대한
악기들.
슈퍼 튜브 하이드로 코스터
100cm.
18미터 타워에서 발사했다 236미터로 낙하하는 공포의 트랙.
더 웨지
130cm.
호주 최초의 낙하 회전 워터 슬라이드가 주는 스릴만점의 체험.
그린룸
120cm.
75미터 터널에서 가속돌진하다 15미터의 거대 깔대기로 떨어지는
워터라이드.
케이브 오브 웨이브 신장제한 없음*.
파도치는 수영장에서 긴장된 몸을 풀어보는 여유로운 시간.
파이프라인 플런지
100cm.
워터 스프레이, 워터건, 대포로 신나는 물놀이. 거대한 파이프라인
물통에서 쏟아져 내리는 1000리터의 물벼락을 맞고 흠뻑 젖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트리플 보텍스
120cm.
최고 속도로 가속, 감속을 번갈아 하며 세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흥분의 도가니.
BRO – 푸른 고리 문어
140cm.
120미터의 문어 다리를 따라 8개의 경주코스에서 친구들과
겨뤄보자.
더 리프
120cm.
흥미진진한 트위스트와 회전. 리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스릴.
휴이의 신전
100cm.
특별제작된 2인용 튜브. 3개의 각기 다른 슬라이드에서 시도해보는
무한도전.
리틀 리퍼스
120cm.
호주 최초의 이중 캐논볼 워터 슬라이드 체험.
더쉘
시원한 그늘을 갖춘 식사장소.

골드러시 컨트리
5 버즈소우

130cm.
360도의 가슴 떨리는 회전과 90도 낙하가 더해진
15층 원형 롤러코스터.
6 자이언트 드롭
120cm.
120미터 자유낙하 라이드.
7 빈티지 자동차 신장제한 없음*.
나만의 빈티지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기쁨.

오션 퍼레이드
39

40
41
42
43

44

클로
120cm.
시속 75km로 스윙하다 360˚ 회전.
쇼크웨이브
120cm.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 모험 놀이기구. 내려서도 머리가
빙글빙글!
와이프아웃
120cm.
돌고, 뒤틀리고, 흔들려보자.
테일 스핀
130cm.
22미터 이상 높이 360도 회전에 도전.
플로우라이더
110cm.
플로우 보딩은 서핑, 스케이트보딩, 바디보딩의 혼합체.
케빌 힐 좀비 이블루션
무시무시한 호러물 사이를 걸어가며 하는 흥미공포 체험.*
(계절 놀이)
게임 사이트

MPC 회원 패스 센터

최소 신장 제한      

MAIN STREET
1 드림월드 익스프레스

신장제한 없음*.
드림월드 철도를 타고 즐기는 경치여행.
모터바이크 130cm, 사이드 카 110cm,
2 믹두한 모터코스터
1모터바이크 롤러코스터.
120cm.
3 타워 오브 테러 II
시속 160km의 속도로 7초간 거꾸로 가다 방향을 바꿔 머리 먼저
떨어지는 체험.
4 드림월드 시네마
휴식시간을 갖고 에어컨이 완비된 편안한 좌석에서 즐기는 단편영화.
의무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강력 스릴라이드 일반 움직임에서 심하게 변형되고 무리가 가는 물리적 힘으로 움직이는 고속 스피드 라이드      

안내

유모차와 휠체어

유아 휴게실

타이거 아일랜드
28

물품 보관함

타이거 아일랜드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보는 새로운 타이거 아일랜드 체험.

기차역

식수대

중간 스릴라이드 기대하지 못한 움직임이 있는 물리적 힘으로 움직이는 중간 속도 라이드      

자판기

카바나

기도실

사진현상

약한 스릴라이드 낮은 속도 라이드로 기대하지 못한 움직임은 없음      

놀이기구 주의사항 참조, 드림월드에만 적용되며 화이트워터월드는 키 제한규정이 다릅니다. 아동은 14살 이상의 어른과 동반하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지정 흡연구역

캐릭터 만나기

구경거리 공연이나 체험      

유료 사용 이 놀이기구나 구경거리에는 추가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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