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위하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어트랙션 대기 시에는 일행 모두 줄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대기라인 이탈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고 앞, 뒤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은 다 드신 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후 어트랙션 탑승은 불가합니다.

• 어트랙션별 탑승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트랙션 탑승 중 휴대폰, 카메라, 셀카봉 등을 사용할 경우
   떨어져 분실 및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어트랙션 탑승 중 불안전요소 감지 시 운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어트랙션 탑승 도중 멈추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직원 안내를 기다려주세요.

• 현장 및 기상상황에 따라 예고없이 어트랙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천 시 운행 가능 어트랙션 : 회전목마, 키즈토리아, 아기돼지범퍼카, 양들의격투)

※위치안내 : 정문 광장 우측

※신청 즉시 연간이용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매직패스 대기라인을 이용하여
어트랙션을 빠르게 탑승해 보세요!

※구입장소 : 인포메이션, 키즈토리아, 쿠키오븐 내 무인발권기

▶요금 및 이용가능 어트랙션

1. 대상: 36개월 미만 무료 입장 유아는 어린이전용 어트랙션 

         이용시 베이비이용권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뛰거나 벤치 등에서 눕지 말아 주세요.

• 휴지 등을 버리거나 꽃밭, 잔디 등을 훼손하지 말아 주세요.

• 셀카봉 사용시 주변 손님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 반려동물(안내견 제외)

• 주류

• 돗자리

•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전동포함), 어린이 전동차

• 각종 무기, 흉기류

    (격발장치가 있는 BB탄 총, 칼날이 있는 도검 등)

아래의 항목들은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모든 구역에서 금연입니다.

    (흡연실 위치 : 자이언트스윙 뒷편, 자이언트스플래쉬 입구 뒷편)

• 미성년자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흡연실에서만 가능합니다

• 식음점 및 테라스, 벤치에서는 도시락을 드실 수 없습니다.

• 로리캐슬 우측에 위치한 <피크닉가든>를 이용해 주세요.

가져온 도시락은 <피크닉가든>에서 이용해 주세요

• 타인에게 티켓을 양도 및 교환하고 그에 따른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및 진열

• 집회 및 연설

• 전단지 및 설문지 배포

• 웨딩 촬영 및 각종 상업적 목적의 촬영

다음 행위는 파크 내/외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개인의 상업적 목적의 촬영은 초상권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제한됩니다. 

• 파크 내에서 취재 및 촬영이 있는 경우, 어트랙션 탑승 및 관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방송 취재 및 촬영시

• 주변의 가까운 직원 또는 정문 우측 손님상담실에 미아발생을 접수해주세요. 

• 파크 내 직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여 미아를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 각 게이트, 손님상담실에 미아방지 팔찌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용 부탁드립니다.

미아발생 시

• 퇴장 후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재입장은 불가합니다

명찰을 달고 있는 직원을 만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님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존중해 주세요.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반말, 욕설, 신체접촉 등은 삼가주세요.

[주의사항]

[주의사항]

3. 어린이전용 어트랙션

   날아라꼬꼬, 달려라염소, 춤추는포니, 아기돼지범퍼카, 캔디트레인, 키즈토리아

83x53mm

구     분

요     금

이용횟수

15,000원 27,000원

2회 4회

매직패스 프리미엄
4회권

매직패스 프리미엄
2회권

• 매직패스 프리미엄은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한정 수량만 판매하여

   조기에 매진될 수 있습니다.

• 매직패스 프리미엄은 구입 당일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매직패스 프리미엄은 모바일 전용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매직패스 프리미엄 환불이 불가합니다.

    - 사전 고지된 운휴 일정 외 예고 없이 어트랙션 점검 시

    - 우천, 강풍 등의 기상 상황 악화로 어트랙션 운행 대기 시

    - 매직패스 프리미엄을 사용하여 어트랙션 1회 이상 탑승 시

    - 기타 손님 변심 혹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 다음의 어트랙션은 매직패스 프리미엄 사용이 불가합니다.

    - 캔디트레인, 날아라꼬꼬, 달려라염소, 춤추는포니, 아기돼지범퍼카

무인발권기에서 매직패스 프리미엄 2/4회권을 선택하세요.STEP 1

중요고지 및 동의사항을 체크해주세요.STEP 2

인원 선택 및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STEP 3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STEP 4

휴대폰으로 전송된 모바일 티켓을 확인하세요.STEP 5

어트랙션 입구에서 모바일 티켓 화면을 보여주세요.STEP 6

• 베이비이용권을 구입하셔도 탑승기준에 따라 어트랙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베이비이용권은 모바일 전용 티켓으로 2G폰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베이비이용권(종합)은 어트랙션 1회 이상 이용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요금 및 이용 횟수

▶이용 방법

골  드

구  분 내  용

그  린

공  통
일반주차 무료 또는 발렛주차 50%할인 선택 가능 (연 6회)

우선탑승권 제공 서비스 (일 1회 / 연 12회)

대중교통 이용으로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린”으로 
센스 있게 즐기세요.

※“베이비권”은 유모차 무료대여 가능 (연 6회)

어린이

어  른

베이비

연간이용권 이용안내 파크 이용안내매직패스 프리미엄 안내

어트랙션 이용안내

베이비이용권 이용안내

2. 구입장소: 키즈토리아, 인포메이션, 쿠키오븐 내 무인발권기

구    분

요    금 12,000원 3,000원 6,000원

이용가능
어트랙션

베이비이용권
(종합)

어린이전용 어트랙션
자유롭게 이용

어린이전용 어트랙션
中 1종 키즈토리아

베이비이용권
(1회)

베이비이용권
(키즈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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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가든존

퍼레이드
코스

정문

남문

2

3
5

1

4

5

1

2

3

7

8
9

10

11 12

15

14

13

20

22

21

23

2425

26

27

16

17

18 19

6

4

6

7

8

9

10

11

12

2
3

6

5

7
9

10

11
12

13

20

21

22
23

24

14

8

15 16

17
18
19

4

24 카페아호이(토스트카페) : 바삭한 토스트와 커피

25 카페요호호(리틀잇츠) : 코끼리 아이스크림과 열대과일 아이스

26 레인보우카페(스위티박스) : 달콤한 행복, 프리미엄 솜사탕

27 골든에그카페(로지몬스터아이스크림) : 대만 명물 요괴 아이스크림

23 갤리온카페(셰프리) : 밤도깨비 야시장의 스테이크&맥주

1

DINING

2 오거스카페(공차) : 공들여 더하는 행복, 공차

4 자이언트스낵(BHC) : 바삭한 치킨과 콜라의 만남

5 언더랜드스낵(에그드랍) : 프리미엄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6 모리스카페 : 핫도그, 츄러스와 각종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스낵하우스

8 파머스레시피(스위티박스) : 달콤한 행복, 프리미엄 솜사탕

10 쿠키오븐(앤티앤스) : 튀기지 않고 맛있게 구운 프레즐

11 루이테라스(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 다양한 맛의 커피와 디저트

12 샤론테라스(디트로네) : 프리미엄 패밀리 모빌리티 체험카페

14 로얄스낵(시노베) : 노르웨이 브라운치즈 와플

15 가든스낵(웨스턴그릴) : 음료와 스낵을 한컵에 ! 원킬 스낵샵

16 파이러츠바 : 핫도그, 츄러스와 각종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스낵하우스

17 바이킹스낵 1(모노브레드) : 훈제 칠면조 다리와 다양한 꼬치

18 바이킹스낵 2(윙고) : 즐기면서 건강까지 생각한 유기농 아이스크림

19 바이킹스낵 3(BHC) : 바삭한 치킨과 콜라의 만남

20 스플래쉬스낵(스트릿츄러스) : 스페인 정통방식 수제 츄러스

21 드래곤스낵(스테프핫도그) : 130년 덴마크 전통 핫도그

1 오거스키친(신차이) : 중화요리 4대 문파 유방녕 쉐프의 중식당

3 잼스톤다이닝(롯데리아) : 햄버거와 치킨의 맛있는 즐거움

7 조이풀푸드플라자(SKY31 푸드에비뉴) : 다양한 음식의 프리미엄 푸드코트

9 파머스테이블(에맥앤볼리오스) : 보스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13 푸드드롭레스토랑(라라코스트) : 국내 최초 롤러코스터 레스토랑

22 드래곤네스트펍(남도분식) : 남도의 이름난 분식

퍼레이드코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물품보관소

화장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휴대폰 충전

흡연실

의무실

수유실

손님상담실

무인발권기

인포메이션

ATTRACTION & ENTERTAINMENT
1 오거스후룸 : 보트를 타고 계곡 20m 아래로 급 하강 140cm이상 120cm 이상

140cm 미만

80cm 이상
120cm 미만

2 폴사이드샵 : 오거스후룸의 짜릿한 순간을 포착하는 순간 사진(유료)

4 토킹트리 : 파크 한 가운데 우뚝 서있는 신비한 말하는 나무

130cm 이상

130cm 이상

120cm 이상

105cm 이상

120cm 이상

120cm 이상 90cm 이상
120cm 미만

105cm 이상
135cm 미만135cm 이상

5 자이언트스윙 : 좌우로 무섭게 흔들리는 거대한 회전기구 

130cm 이상6 자이언트디거 : 광산을 누비는 105km/h  급발진 초고속 열차

7 회전목마 : 동물농장의 모든 친구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 

8 조이풀아케이드 :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아케이드 게임(유료)

9 양들의격투 : 성난 양들 사이의 좌충우돌 범퍼카  

3 캔디트레인 : 칙칙폭폭 사탕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 110cm 미만110cm 이상
140cm 미만

10 아기돼지범퍼카 : 아기돼지와 함께 즐기는 어린이 범퍼카 105cm 이상
120cm 미만

120cm 이상
140cm 미만

11 쿠키열차 : 신비한 쿠키를 찾아 떠나는 모험!

12 날아라꼬꼬 : 여우에 화들짝 놀라 달아나는 꼬꼬들

13 달려라염소 : 염소들을 타고 폴짝폴짝 달려보아요

14 춤추는포니 : 하늘위로 점프! 점프! 춤추는 조랑말 포니

15 스완레이크 : 로리여왕의 우아한 백조들

16 원더스테이지 :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오픈 무대

23 키즈토리아 : 숲속 잠든 거인 옆에서 뛰노는 동화 속 세상 125cm 이하

20 자이언트스플래쉬 : 40m 수직 하강 후 맞닥뜨리는 거대한 물벼락!

21 회전그네 : 마르지 않는 샘물 옆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그네

22 가든스테이지 : 캐릭터 뮤지컬 등의 공연이 펼쳐지는 롯데월드만의 무대

24 포레스트홀 :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위한 컨벤션홀(파크 외부)

카니발게임 1,2,3 : 즐거움이 가득한 카니발 게임(유료)17 ~ 19

90cm 이상
105cm 미만

105cm 이상
140cm 미만

90cm 이상
140cm 미만

90cm 이상
140cm 미만

SHOPPING
1

2

3

4

5

6

7

8

9

10

로리스엠포리움 : 로티, 로리의 새로운 모습이 가득한 대형 캐릭터 상품샵

웰컴스토어(세븐일레븐) : 파크 입장 전 설레임을 채워줄 편의점

트리블샵(사진상점) :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완성시키는 사진상점

오거스기프트샵(미미앤코) : 트렌디한 아이템이 가득한 액세서리샵

잼스톤스토어(플레이네이쳐) : 오우거와 공룡친구들이 함께하는 캐릭터 상품샵

파머스크래프트(위니비니) : 내 마음대로 골라먹는 Pick&Mix 젤리, 초콜릿 전문점  

로리스드레스룸(감성교복&감성코스튬) : 예쁜 교복과 다양한 코스튬 대여 

캐슬부띠끄(치즈앤샷) :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포토 스튜디오

메이즈기프트(사진상점) : 여러분의 추억을 완성시키는 곳, 사진상점

갤리온샵(위니비니) : 내 마음대로 골라먹는 Pick&Mix 젤리, 초콜릿 전문점   11

12

스플래쉬스토어(미르피아) : 해적선 안 보물이 가득한 미르피아 캐릭터 상품샵

가든기프트(플레이네이쳐) : 반짝반짝 빛나는 캐릭터 상품샵

어린이전용
어트랙션

순간사진
어트랙션

테이블이 있는
식음점

우의 판매점

※ 탑승 기준 외 손님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호자 동반시 탑승가능 혼자 탑승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