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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미니언즈 제주 특별전’ 개최! 

□ 제주에 몰려온 노란 악당들, ‘미니언즈 제주 특별전’진행! 

□ 전시 오픈 기념 얼리버드 입장권 최대 50% 할인 판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미니언즈 포스터 / ‘미니언즈 제주 특별전’ 내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가 운영하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는 7월 31일(금), ‘미니언즈 제주 특별전’을 오픈한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슈퍼배드’와 ‘미니언

즈’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공식 투어 전시다. 기존 인사동에서 

진행되었던 전시가 제주 바다를 만나 색다른 느낌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애

니메이션 장면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재현한 게 특징이며 100여 종의 굿즈

를 구경하는 것도 별미다. 

 

또한 ‘미니언즈 제주 특별전’에는 캐릭터 탄생 과정을 담은 아트웍뿐만 

아니라 제작자들의 인터뷰,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존, 실물 크기 캐릭터 

포토존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영화 ‘미니언즈2’의 새 캐



릭터 ‘오토’를 영화 개봉 전 미리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니언즈 팬들의 

큰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AQ사업부장 김경수 상무는 “관

람객들이 단순히 미니언즈의 세계를 눈이 아닌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체험형 전시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이번 ‘미니언즈 제주 특별전’ 오픈을 기

념해 얼리버드 패키지를 준비했다. 6월 25일(목)부터 7월 5일(일)까지 소셜

커머스(쿠팡, 티켓몬스터, 인터파크티켓)에서 ‘미니언즈 제주 특별전’ 입장권

(대인 기준 15,000원)을 최대 50% 할인된 7,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해당 

입장권으로 대규모 공연장인 오션아레나의 ‘The Greatest Ocean’ 아쿠아쇼

와 생태설명회도 볼 수 있다. 가족들과 여름휴가에 제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미니언즈 제주 특별전’ 입장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좋겠

다. 

 

수조 용량 10,800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코로나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근 시 전 직원 체온 

체크 및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이동 동선 내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또

한 항바이러스 필터 공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람장 내 신체 접촉이 가능

한 난간, 손잡이와 같은 부위는 일 2회 소독, 전체 내부 방역은 아쿠아리움 

영업 종료 후 주 1 ~ 2회 시행 중이다. 다만 일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중

단하고 일일 입장객 수를 4,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

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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