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명 문화센터주소 점 문의처

1 잠실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백화점 잠실점 12층 02-411-5785

2 부산본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11층 051-810-2355

3 본점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백화점 지하1층 02-726-4151

4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롯데백화점 7층 문화센터 031-8086-0732

5 광복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2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 10층 문화센터 051-678-2352

6 동래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502-3 롯데백화점 동래점 9층 051-668-2350

7 청량리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591-53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8층 02-3707-2830

8 김포공항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번지 롯데몰 1층 02-6116-2613

9 노원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414 롯데백화점 노원점 별관6층 문화센터 02-950-2816

10 창원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9번지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관(영플라자) 9층 055-279-2840

11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 롯데백화점 7층 문화센터 031-8066-2630

12 센텀시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96번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1층 051-730-2351

13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 (중동 1140번지) 롯데백화점 10층 032-320-8072

14 건대스타시티점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7-342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3층 02-2218-2760

15 광주점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8 롯데백화점 11층 062-221-1811

16 영등포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네마 3층 02-2670-8574

17 대구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02-155번지 롯데백화점 대구점 10층 053-660-1133

18 포항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27-77번지 롯데백화점 별관7층 054-230-1234

19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80-1 롯데백화점 울산점 8층 052-960-3931

20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중동 70-6번지 롯데백화점 미아점 지하1층 02-944-1800

21 일산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4 롯데백화점일산점 9층 031-909-2623

22 대전점 대전 서구 계룡로 612 세창Ⅱ 3층 (백화점 외부건물) 042-601-2800

23 전주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0 더즌빌딩 8층 롯데문화센터 063-289-3755

24 마산점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28번지 롯데백화점 8층 055-240-6828

25 구리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7번지 롯데백화점 9층 031-550-7705

26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번지 롯데백화점 신관 5층 031-412-1064

27 군산아울렛점 전북 군산시 조촌로 130 롯데몰 군산점 3F 문화센터 063-447-0003

28 인천터미널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남로 35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5층 문화센터 032-242-2932

29 아울렛광명점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7 2F 문화센터 02-6226-2578

30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길 28 3층 롯데MBC문화센터 02-531-2100

31 관악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9 롯데관악타워 3층 02-844-7481

32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45 롯데백화점 분당점 7층 031-738-2700

33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60 지하2층 031-8036-2403

34 상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2 롯데백화점 상인점 7층 053-23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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