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월드는 연간 720만명의 유료입장객을 비롯, 
4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잠실관광특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실내외 테마파크를 모두 갖추고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365일 야간개장으로 운영되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내 최고의 테마파크입니다 



GREEN Marketing, FAMILY Marketing 
YOUTH Marketing, STORY Marketing 등 
매직아일랜드의 다양한 어트랙션을  통해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스페인 해적선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롯데월드 대표적 어트랙션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탑승물 상단, 옆면, 바닥, 좌석  

월광고료 1,500만원 (VAT / 제작비 별도) 

특성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구현 가능 

위치 ADV 1F 

소요시간 1분 50초 

이용객 수 일평균 9,291명 / 연간 3,391천명  

주요타깃 어린이~30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20~30代 장년층 

0% 25% 30% 35% 10% 



Example_ SK Telecom  



Example_ SK Telecom  



Example_ NH Card 



Example_ NH Card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탑승물 전체 랩핑 2대, 스티커 부착 3대 

월광고료 1,500만원 (VAT / 제작비 별도) 

특성 롯데월드 전체 순환으로 브랜드 노출 가능  

위치 ADV 3F 

소요시간 9분 

이용객 수 일평균 5,128명 / 연간 2,404천명  

주요타깃 영유아~ 장년층 

월드 모노레일 

모노레일 전면 래핑으로 매직아일랜드를 포함한 파크내 전지역 노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20~30代 장년층 

35% 30% 5% 10% 20% 



Example_ 삼성화재 



Example_ 코레일네트웍스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어트렉션 운영공간 2곳  

월광고료 1,000만원 (VAT / 제작비 별도) 

특성 어트렉션 특성을 살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위치 ADV 1F 

소요시간 2분 

이용객 수 일평균 4,802명 / 연간 1,753천명  

후룸라이드 

쥬라기 시대 탐험의 워트라이드로 어드벤처를 대표하는 어트랙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20~30代 장년층 

0% 20% 35% 35% 10% 



Example_ 삼성전자 



Example_ 삼성전자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어트렉션 벽면  

월광고료  1,200만원 (VAT / 제작비 별도) 

특성 어트렉션 특성을 살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위치 ADV 1F 

소요시간 3분 

이용객 수 일평균 1,598명 / 연간 583천명  

자이언트 루프 

360  ̊공중 회전하는 궤도 열차로 어드벤처 전체에 노출이 가능함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20~30代 장년층 

0% 20% 40% 30% 10% 



Example_ 아우디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64필의 백마 고정 봉 

월광고료 1,500만원 (VAT / 제작비 별도) 

특성 어트렉션 특성을 살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위치 ADV 1F 

소요시간 3분 

이용객 수 일평균 5,520명 / 연간 2,015천명  

회전 목마 

테마파크 탑승물의 대명사로 가족 타깃을 위한 홍보에 탁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20~30代 장년층 

30% 25% 10% 20% 15% 



Example_ 츄파춥스 코리아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12대 외부 랩핑 및 내부 스티커, 대기공간 벽

면 

월광고료 1,200만원 (VAT / 제작비 별도) 

특성 파크 전지역에 노출이 가능함 

위치 ADV 4F 

소요시간 13분 

이용객 수 일평균 3,051명 / 연간 1,114천명  

풍선비행 

롯데월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파크 전지역에서 소구 가능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20~30代 장년층 

10% 30% 10% 20% 30% 



Example_ NH농협 



Example_ 노란풍선 여행사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비클 18대 운전대 스티커, 입구 및 벽면 광고 

월광고료 1,000만원 (VAT / 제작비 별도) 

특성 자동차 / 안전과 관련된 광고에 효과적인 매체 

위치 ADV 4F 

소요시간 3분 

이용객 수 일평균 3,051명 / 연간 1,114천명  

범퍼카 

다이나믹한 충돌카로 관련 업종 브랜드 노출에 효과적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20~30代 장년층 

0% 15% 40% 35% 10% 



Example_ 삼성화재 



Example_ 삼성화재 



Example_ 삼성화재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커튼, 의자, 바닥 랩핑을 통한 브랜드 존 운영  

월광고료 1,800만원(부가세/제작비 별도) 

특성 다양한 브랜드 홍보 가능 

위치 가든스테이지 

가든스테이지 브랜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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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_ 현대자동차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아이스링크 상단 구조물 랩핑 

월광고료 1,500만원 (VAT / 제작비 별도) 

특성 랩핑 및 현수막으로 노출 가능 

위치 아이스링크 상단 

아이스링크 상단 변형광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정중앙에 설치되어, 파크 전지역에서 소구 가능 



Example_ K2 



Example_ 파리바케뜨 



Example_ 파리바케뜨 



Example_ ABC마트 



Example_ 현대자동차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건물 상단 안정성을 고려한 스티로품 형태로 

제작 

월광고료  1,500만원(부가세/제작비 별도) 

특성 크리에이티브를 살린 다양한 브랜드 홍보 가능 

위치 툼오브호러 건물 상단 

톰오브호러 상단 조형물 광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정중앙에 설치되어, 파크 전지역에서 소구 가능 



Example_ 넥슨 서든어텍 



Example_ 넥슨 서든어텍 



Example_ 나이키 



Example_ 나이키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풍차 중앙 광고 

월광고료 1,500만원(부가세/제작비 별도) 

특성 브랜드 네이밍 노출 가능 

위치 환상의 오딧세이 

로티스의 열기구 여행(풍차) 외부 광고 

롯데월드의 명물로 파크 전지역 소구 가능한 매체 



Example_ 휘센 에어콘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50기 / 20구좌 / 광고시간 20초 / 일 120회 이

상 

월광고료 800만원(부가세 별도) 

특성 
어드벤처/아일랜드 어트렉션 대기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주목도가 뛰어남 

위치 50곳 

DID 광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 매직아일랜드 핫 스팟 50곳에 설치되는 동영상 광고 



50곳의 핫스팟 구역에 설치 되어 운영되는  
롯데월드어드벤처 유일한 동영상 매체 
(현재 25개의 설치 장소 표시)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상품 진열 / 외부 조명광고 

월광고료 협의 

특성 
어드벤처/아일랜드 어트렉션 대기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주목도가 뛰어남 

위치 협의 

Showcase 광고 

쇼케이스 광고는 진열된 내부 공간에  
제품이 공중부양 하듯 전시 되어 있어 관심도 및 주목율이 매우 뛰어남 



Example 

DID와 일체형으로 구현 가
능 

독립된 쇼케이스로 구현가
능 

쇼케이스 내부 트릭아트기술은 헝가리 FLYVISION社의 국제특허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엔씨씨애드만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장소 

1  아이언블 광장 

2  쥬라기 광장 

3  삼거리 광장 

프로모션 홍보에 매우 효과적인 체험형 테마파크로 
연간 프로모션 진행 시 기존 프로모션공간 외  
별도의 공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아이언블 광장 

③삼거리 광장 

②쥬라기 광장 



프로모션 존 개요 

공간구성 6m x 6m (부스 6m x 2.5m) 

대관료 

 평일: 600만원 

 주말: 700만원 

 1개월: 11,000만원 (부가세 별도) 

특성 브랜드 네이밍 노출 가능 

위치 어드벤처 1F 아이언블 광장 

아이언블 광장 

부스 설치 등 다양한 프로모션 광고 집행이 가능함 



프로모션 존 개요 

공간구성 8m x 4m  

대관료 

 평일: 600만원 

 주말: 700만원 

 1개월: 11,000만원 (부가세 별도) 

특성 브랜드 네이밍 노출 가능 

위치 어드벤처 1F 쥬라기 광장 

쥬라기 광장 

오픈형 공간으로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모션 가능 



프로모션 존 개요 

공간구성 6m x 6m (부스 6m x 2.5m) 

대관료 

 평일: 600만원 

 주말: 700만원 

 1개월: 11,000만원 (부가세 별도) 

특성 브랜드 네이밍 노출 가능 

위치 어드벤처 1F 삼거리 광장 

삼거리 광장 

자동차 전시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가능함 



프로모션 존 개요 

공간구성 6m x 6m 이상 

대관료  협의 

특성 
정책홍보를 통해 롯데월드의 이미지 제고 및  

국가정책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매체운영 

위치 어드벤처 내부 공간 협의 

퍼블릭 체험 광장 

금연 / 절주 캠페인, 안전띠매기 캠페인, 말산업 캠페인, 건강검진 캠페인,  
아동성폭력 방지 캠페인 등 국가 핵심정책을 홍보,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구성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휴지통 변형 광고 or 랩핑광고 

월광고료 협의(10개 이상 집행) 

특성 브랜드 네이밍 노출 가능 

위치 어드벤처 / 매직아일랜드 전체 

휴지통 변형 광고 

어드벤처 / 매직아일랜에 설치된 휴지통 변형 광고 



매체 개요 

광고물 구성 벽면 랩핑 or 키측정자 제작 

월광고료  1,000만원(VAT / 제작비 별도) 

특성 브랜드 네이밍 노출 가능 

위치 어드벤처 / 매직아일랜드 전체 

키측정 자 변형 광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타깃 광고 







 



어트렉션 광고로 브랜드를 즐기는 놀이터로 바꾸는 







엔씨씨애드 Since 2000 

15살 













THANK YOU 

www.ncc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