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월드는  

연간 720만명의 유료고객이 입장하며 
광고 메시지를 날씨와 상관없이 365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고객으로 타겟팅 된 공간 
생활 수준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일과 여가의 중심을 추구하는  

자기·가족 중심적 소비성향을 가진 



롯데월드는 귀사의 광고와 만나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인지도 제고 및 반복 소구효과에  

최적화된 공간이 됩니다  

30기 동시 노출 

디지털사이니지 
롯데월드 대표 

어트랙션s 
롯데월드 핫스팟  

스페셜미디어 

대기 공간에서   
필수적으로 만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접목 시킨 
이슈 창출 미디어 공간   

놀이기구를 통해 
브랜드 및 상품 어필 



롯데월드 어드밴처 정중앙에 설치되어, 파크 전지역에서 소구 가능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아이스링크 상단 및 아치 상단 랩핑 / 조형물 구성 

월광고료 3,300만원 (VAT 별도) 

제작비 3,000만원 (VAT 별도) 

특성 랩핑 및 현수막으로 노출 가능 

위치  A/V 아이스링크 상단 

제작 사양 

(제작비 별도) 

 중앙 상단 – 22m x 2.5m  / 리무벌  시트 

 아치 상단 – 3.2m x 18.6m(2면)/ 리무벌  시트 

 아치 측면 – 1.7m x 18,6m(4면) / 리무벌 시트 

조형물 

(제작비 별도) 

 좌우 무게 각 60 kg 이내  

 스티로품 소재로 제작 (FRP코팅 마감) 

 * 방염 확인서 및 설치 시방서 별도 협의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커튼, 의자, 바닥 랩핑을 통한 브랜드 존 운영  

월광고료 2,800만원 (VAT 별도) 

제작비 500만원 (VAT 별도) 

특성 다양한 브랜드 홍보 가능 

위치  A/V 가든스테이지 

제작 사양 
 무대 중앙 메인 – 18.7 x 9.6m / 커튼 천 

 의자 및 바닥 - (별도  사이즈 협의) 

브랜드 런칭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전용 공간 매체 노출 탁월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건물 상단에 조형물 제작  

월광고료 2,800만원 (VAT 별도) 

제작비 제작사이즈에 따라 상이 함 

특성 다양한 브랜드 홍보 가능 

위치  A/V 툼오브호러 건물 상단 

제작 사양  제작 사이즈에 따라 상이 

롯데월드 A/V 중앙에  설치되어, 파크 전지역 소구 가능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롯데월드 대표적 어트랙션 

(스페인해적선) (모노레일) (풍선비행) 

구분 구성 월광고료 제작비 위치 

스페인 해적선 탑승물 상단 천막 1,800만원 (VAT 별도) 500만원 (VAT 별도)  A/V 가든스테이지 

모노레일 탑승물 전체 랩핑  1,800만원 (VAT 별도) 1,400만원 (VAT 별도) ADV 3F 

풍선비행 
탑승물 외부현수막 및  

백릿광고 
1,800만원 (VAT 별도) 500만원 (VAT 별도) ADV 4F 

(제작 시 광고 규격 확인)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롯데월드 인기 어트랙션 

(후룸라이드) (범버카) 

구분 구성 월광고료 제작비 위치 

후룸라이드 
운영라인 플렉스 광고 

랩핑배너광고(양면) 
1,200만원 (VAT 별도) 160만원 (VAT 별도) ADV 1F 

범버카 
범버카 운전대 스티커 

입구 벽면 광고 
1,200만원 (VAT 별도) 150만원 (VAT 별도) ADV 2F 

(제작 시 광고 규격 확인) 



(후룸라이드) 

(범버카) 





롯데월드 어드벤처 / 매직아일랜드 핫 스팟 30곳에 노출되는  
롯데월드 유일의 동영상 광고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DID 총 30기 / 총 20구좌  

월광고료 500만원(VAT 별도) 

운영시간 09:30~22:30 / 일일 송출횟수 117회 

특성 
어드벤쳐/아일랜드 어트렉션 대기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주목도가 뛰어남 

위치 

자이언드루프, 회전바구니, 후룸라이드, 스페인해적선 

신밧드의모험, 파라오의분노, 후렌치레볼루션,  

매직범버카, 아틀란티스, 혜성특급, 정글탐험보트, 

월드모노레일, 어드벤쳐 L/B 2~4층 등 총 30기  

사이즈 55인치(비율 1920*1080) 

비고 개별판매 불가 





롯데월드 어드밴처 / 매직아일랜드 핫 스팟 8곳에 설치된  
스탠드형 조명광고와 동영상 광고로 최적의 광고효과 실현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스탠드형 DID 총 8기  + DID 30기 1구좌 

월광고료 1,200만원(VAT 별도) 

제작비 80만원(VAT 별도) 

운영시간 09:00~22:30 / 일일 송출횟수 120회 

특성 
어드벤처/아일랜드 어트렉션 대기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주목도가 뛰어남 

위치 
후룸라이드, 회전바구니, 스페인해적선, 파라오의분노,  

정글탐험보트, 월드모노레일  

사이즈 
조명광고- 외경 1260 * 817 / 내경 1210 *767 

 DID - 55인치 (비율:1920*1080) 

비고 개별판매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