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2. 1 - 3. 15

국문



응모대상   당일 $1 이상 결제 내국인 고객

응모기간   2017. 2. 1 - 3. 15

행사점포   명동점 內 경품 응모함

경품내용   오사카 3박 4일 패키지(왕복항공권 및 숙박), 5名(동반 1인 포함)

여행일정   2017. 4. 6 - 4. 9

당첨발표   2017. 3. 22 (추첨 후, 당첨고객 개별 연락)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해 참여가능합니다.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경품 행사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경품은 현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상기 여행일정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 당첨 내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구매 취소나 반품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 일주일 이내 당첨자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해 참여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본 행사는 준비된 이용권 소진 시, 사전 고지 없이 종료됩니다.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없이 변경/종료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한 합니다.  •본 행사는 타 카드 행사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증정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B.VENETA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이용권(워터파크/스파)은 1인 1매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본 이용권(워터파크/스파)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본 이용권(워터파크/스파)을 아쿠아필드 매표소에서 당일 티켓으로 교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이용권(워터파크/스파)으로 워터파크와 스파 교차 이용은 불가합니다.
•본 이용권(워터파크/스파)으로 日 6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초과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식음료 및 구명자켓, 썬베드 등은 별도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증정기간   2017. 2. 1 - 소진 시까지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아쿠아필드 스파이용권 증정 (1인 2매)

증정대상   당일 $200 이상 결제고객

오사카 벚꽃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만개한 벚꽃과 함께 따스한 봄을 먼저 만나보세요!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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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1

아쿠아필드 워터파크 이용권 증정 (1인 2매)

증정대상   하나카드 당일 $400 이상 결제고객

•BC/체크/법인 제외

EVENT 2

romaNTic days EVENT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1일 1인 1회 비연속 증정합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금액이 안될 경우 선불카드/사은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본 행사는 명동점용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B.VENETA 등 일부 브랜드는 선불카드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선불카드는 카드상에 표기된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타 점 사용불가)
•제휴카드(KB국민카드) 선불카드 추가 증정 시, 법인/기프트(선불카드 포함)/체크/BC/알파원카드는 제외됩니다.
•제휴카드사(우리카드) 선불카드 추가 증정 시 법인/기프트(선불카드 포함)카드는 제외됩니다.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행사는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불카드 최대 28만원
PAYBACK 

증정기간   2017. 2. 1 - 2. 28

증정대상   $3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인천공항점용 선불카드는 선불카드 교환권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증정
인천

공항점

2만원  

16 만원  10만원  

13만원    8만원    

9 만원  6만원  

7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최대혜택

28 만원  

23 만원  

17 만원  

13 만원  

7 만원  

구매금액

$1,500 이상 구매 시

$1,200 이상 구매 시

$900 이상 구매 시

$600 이상 구매 시

$300 이상 구매 시

증정기간   2017. 2. 1 - 3. 15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예비 신혼부부(청첩장 제시)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웨딩 이벤트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 합니다.

•본 행사는 청첩장 제시 고객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B.VENETA 등 일부 브랜드는 선불카드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종료 될 수 있습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세계면세점 
GOLD 멤버십 발급
최대 15% 할인!

EVENT 1

$1,000/2,0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5/10만원 증정

EVENT 2

2017년 새해 스페셜
‘한정판’ 선불카드를 받아보는 찬스!

지드래곤+전지현의 이미지가 들어간 리미티드 에디션
선불카드(5만원/10만원)를 명동점에서 만나보세요!



•본 행사는 명동점(인터넷면세점포함) 신규 가입고객에 한하여 참여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명동점용 선불카드 1만원으로 증정됩니다.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합니다.  

•본 행사는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신세계인터넷면세점(명동) 신규가입자에 한하며, 간단한 신규 가입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탈퇴 후 재가입 고객은 증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멤버십 신규가입 고객
선불카드 1만원 드립니다

증정기간   2017. 2. 1 - 3. 15

대상점포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정대상   온 ̇  오프라인 내국인 신규가입 고객

증정장소   신세계면세점 선불카드 1만원

•멤버십 회원 가입은 무료이며, 만 14세 이상 여권을 소지하셔야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여권상 내국인(KOR)에 한하며,  

    교포(여권상 R) 표기는 외국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회원 등급은 신세계면세점 상품인도금액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B.VENETA 등 일부 브랜드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멤버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ssgdfm.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급별 할인율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변경 및 문의 고객센터 : 1661. 8778

멤버십 등급별
혜택 안내

선정기준   가입 즉시

유효기간   5년

유지조건   유효기간 내 $1 이상 구매

SILVER 10% 할인최대

BLACK 20% 할인최대

선정기준   최근 2년간 $10,000 이상 구매

유효기간   2년

유지조건   유효기간 내 선정 기준 이상 구매

 * 조건 미달 시 GOLD 전환

GOLD 15% 할인최대

선정기준   최근 3년간 $3,000 이상 또는 

                   당일 $600 이상 구매

유효기간   3년

유지조건   유효기간 내 $1,000 이상 구매

* 조건 미달 시 SILVER 전환

가입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새 학기, 새 출발 ‘공예 문구’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마음을 정갈히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공예 문구

새학기 새출발 이벤트
심쿵 소년들의 라이브 공연이 쓱-

증정기간     2017. 2. 1 - 소진 시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100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 (300명)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공연일시     2월11일(토)/2월18일(토)/2월25일(토)

공연장소     신세계면세점 옆 메사빌딩 10층 BOYS24 HALL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 수>  

장       소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옆 메사빌딩 로비층 <한 수> 공예숍

운영시간   10:30 - 19:30 (휴점: 2월 20일/매월 셋째주 월요일)

도자 문구꾸러미 시리즈 _ 권성은 작가

수공의 매력이 담긴 도자 필기구 세트

플러스네이처 한지 노트 _ 김현주 작가

자연의 질감과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한지 노트

구구 클립 홀더(골드) _ 김준영 작가

자석을 내장해 클립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새 모티브 도자 오브제

2017 민화 달력 _ 강은명 작가

민화 작가들의 그림을 편집, 디자인하여 
제작한 탁상용 달력

명인명장과 신진작가의 공예품 판매˙전시˙체험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전통공예 복합공간

$1 이상 구매한 모든 고객, 

공연 50% 할인 쿠폰이 쓱-

•선착순 조기 종료 될수 있습니다.  •여권소지 내국인에 한합니다.  •해당 지정일(2/11, 2/18, 2/25)에만 이용가능합니다.

•본 교환권은 1인 1매 사용가능합니다.(매매, 변경, 환불불가, 만 7세이상 관람가능)

•교환권 분실이나 미지참 시 관람이 불가하며, 교환권은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공연시작 1시간 30분전부터 운영됩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시작 이후 도착하시는 분들은 입장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입장을 위해 진행요원의 유도에 따라서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중 모든 형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녹화 및 녹취를 금지합니다.



디뮤지엄과 함께 하는
뮤지엄 파티&뮤지엄 나이트

•EVENT1은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EVENT1은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B.VENETA,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 될 경우 이용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EVNET1의 경우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 고객은 EVENT1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OUTH CLUB PARTY는 지정일 지정 공연만 입장 가능합니다.

한남동의 문화 예술 아지트, 디뮤지엄

<YOUTH – 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증정기간    2017. 2. 13 - 소진 시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600 이상 구매고객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  정  품    SUNDAY LIVE CONCERT 관람권 2매 + NICK KNIGHT 사진전 관람권 2매

대림미술관 
공연 & 사진전 관람권 증정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술관, 대림미술관

SUnDAY LIVE
&

nICK KnIGHT IMAGE  

 ̇Sunday Live ConCert는 만 19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아름답게’ 

펼쳐질 음악과 예술의 만남!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B.VENETA,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 될 경우 관람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닉 나이트 사진전 관람권은 온라인 회원 인증 시 사용 가능합니다.  

•SUNGDAY LIVE CONCERT는 지정일 지정공연만 관람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VENT 1 미술관에서 만나는 유스 컬쳐의 모든 것!
<YOUTH CLUB NO.1> 파티 입장권 증정

증정기간   2017. 2. 13 - 소진 시

대상정포   명동점

증정대상   명동점 $1,000 이상 구매고객

증정장소   9층 내국인 고객센터

증  정  품   <YOUTH CLUB NO.1> 파티 입장권 2매

EVENT 2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한 하루! 뮤지엄 나이트

신세계면세점 멤버십만 제시하면

디뮤지엄 YOUTH 전시가 무료!

일시   2017. 3. 8  오후 6시 - 오후 9시

대상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

✽디뮤지엄 1F 티켓박스에서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스티커/카드
    온라인 회원 마이페이지 등으로 회원 확인 후 입장가능



여성스러운 코트부터 편안한 플랫 슈즈까지

당신만의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완성해 보세요.

 8F·9F

luxury fashion

드롭 프루프 파유 소재의

후드가 있는 리버서블 레인코트

$1,238LEGA

발렉스트라의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며 

비대칭 사선의 구조적 디자인이 특징인 토트백

$2,240TWIST TOTE

페라가모 시그니처 검정  

페이턴트 플랫 슈즈

$510EMY

꺾어신는 바부슈

(BABOUCHE) 스타일의 

트렌디한 카프레더 슈즈 

LOTTI $680

핸드 스티치드 더블 울, 

앙고라 소재의 

랩어라운드 코트

$2,513NANCY

슬링백 플랫슈즈

HEIDI(BLACK/NAKED) $461

클래식 로퍼

MRGILL $527

여성스러움과 심플함을 

동시에  갖춘 MELIKE 체인 숄더백

MELIKE(검정/오렌지) $1,095

스트랩이 내장되어 있어 

캐주얼 룩도 연출이 가능한 클러치

LA SCALA $1,260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합니다.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합니다.



화려한 플로럴 자수가 

포인트인 스니커즈

NAK $235
비즈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니커즈

MUSE BEADS $248

트렌디한 여성들을 위한 인기 아이템.

다양한 컬러와 세련된 디자인의 새로운 잇백들을 만나보세요.

 8F·9F

조이그라이슨의 시그니처 아이템 

컴팩트 사이즈의 숄더백

NAOMI $293

jOYGRYSOn

썬더 롱슬리브 티셔츠

천연 소재 원단과 고급 자수

패치의 맨투맨 티셔츠 

$130
아르코 토트백

원화를 가죽에 담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미니백

$262

CLAS CHALLENGER

모든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베스트 셀러 백팩

$139

new arrival best item

천연 소가죽의 

메탈이 포인트인 

데일리 호보백

KAIA $302

jOYGRYSOn

MORI LEA CROSSBODY

조약돌 모양 가죽 디테일이  

돋보이는 호보백

$315

견고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클래식한 

스타일의 백

LUCKY M TOTE $520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합니다.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합니다.



- 2. 28

COqUETTE 

30% 할인

$91$130

T CLASSIC 

30% 할인

- 2. 28

$95$135 

ST.DUPOnT / KEnZO
BALMAIn / BALLY 

2. 1 - 2. 28

일부품목 

30-40 할인

2. 1 - 2. 28

일부품목 

15-30% 할인

단 독

jUjUBE,
nOODLE&BOO
전상품 

30% 할인

2. 1 - 2. 28

단 독

2. 1 - 2. 28

SnOOPY, MOOMIn
SNOOPY 캐리어 $200 특가 판매

캐릭터 상품 15% 할인

단 독

크로스바디백

30% 할인

(REF.NO 49585113)

$78$112 
2. 1 - 2. 28

단 독

MIKO 

40% 할인

2. 1 - 2. 28

$155$258 

단 독

S.FERRAGAMO EYE /
KARL LAGERFLED EYE /
CALVIn KLEIn EYE /
MCM EYE 

2. 1 - 2. 28

일부품목 

30-50% 할인

special event
 promotion zone 9f •11f • 12f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합니다.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합니다.



오픈 기념 전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여행용 바디/헤어 중 2종 증정 

PRADA
프라다 향수에서 야심 차게 선보인 신상품 향수 르 옴므 & 라 팜므! 

이 한 쌍의 향수에 사피아노 가죽, 프라다 밀라노 로고, 프라다 특유의 체크무늬 

그리고 프라다의 기하학적인 요소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지금 면세점 10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특별 행사장에서 경험해 보세요. 

AESOP
건강한 삶과 피부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텔리전트 스킨케어 브랜드 이솝은 

1987년 멜버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최고의 스킨, 헤어 및 바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식물성 재료 및 연구실에서 제조한 성분을 살펴보고 안전과 효능이  

입증된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파슬리 씨드 스킨케어가 대표적이며, 보태니컬한 아로마가 특징인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qUTOP

AESOP

아쿠탑 오픈 기념 $50 이상 구매 시 
선크림 완제품 2종 중 택1 증정 

아쿠탑 오픈 기념 $100 이상 구매 시 
선크림 2종 + 폼클렌징 완제품 증정 

$150 이상 구매 시 
클렌징 바디 슬랩 45g 증정 

$300 이상 구매 시 
15ml 스킨케어 트리오 증정

아쿠탑 오픈 기념, 제품 체험 시 
카카오닙스 샘플 & 
썬케어 미니어처 키트 증정 

선착순 구매 고객 모두에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스킨케어 15ml 
1종과 건강한 이너 뷰티 푸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솝 항산화 키트 웰컴팩 증정  

 ̇1인 1개 / 오픈 기념 행사 기간 동안 당일 한정 수량 선착순 증정 

이솝 코튼백 + 다크 초콜릿+ 파슬리 3종 샤셰박스 

+ 스킨케어 15ml 체험분 

이솝 팝업 매장을 

방문하시면 

이솝의 스킨케어 

체험 키트를 드립니다.

3.1 - 3. 31

LES INFUS IRIS EDP 100ml 

또는 PRADA IRIS CEDRE 

EDP 100ml 구매고객께 

IRIS SOAP 3 SET 를 드립니다. 
 

Candy Line 80ml 구매고객께 

CANDY DELUXE POUCH 를 

드립니다.

$120 이상 구매고객께  

SPORT WEEKEND POUCH 를

드립니다.

단 독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special event new open brand
 promotion zone 10f cosmetics&perfume  10f



ESTEE LAUDER
$350 이상 구매 시 
에스티 로더 베스트 셀러 제품 & 
코스메틱 파우치 증정

단 독

단 독

$80 이상 구매 시
디럭스 샘플 2종 증정

LAURA MERCIER

THE OIL 또는 
HERBAL LOTION 구매 시
폴앤조 한정 시트 마스크 및 
스킨케어 샘플 증정

PAUL&jOE

GUCCI

모든 구매고객께 
길티 남녀 바이얼 샘플 증정 
$120 이상 구매 시
구찌 파우치 추가 증정

BIOTHERM

아쿠아수르스 중
복합성 젤 125ml 구매 시
사은품 4종 증정

ATELIER COLOGnE

아틀리에 코롱 핸드크림 듀오 구매 시
2ml 바이알 + 아틀리에 코롱 엽서 증정

CAUDALIE

$70 이상 구매 시 
사은품 3종 증정

단 독

단 독

단 독

jOHn MASTERS 
ORGAnICS

$100 이상 구매 시 
JMO노트&
볼펜 한정 증정

THE BODY SHOP

모든 구매고객께 
OIL OF LIFE 의 FACIAL OIL,  
EYE CREAM-GEL 샤셰 세트 증정

ELIZABETH ARDEn

에잇아워 미스트 출시 기념!
에잇아워 미스트 포함 $80 이상 구매 시, 
에잇아워 립밤 정품 증정

BEnEFIT

신제품 단델리온 트윙클 포함
$80 이상 구매 시 
사은품 1종 증정

단 독

단 독

VALEnTInO

$70 이상 구매 시
미니어처 1종 + 
우모 에프터 쉐이브 밤 50ml 증정

모든 구매고객께 
바이알 4종 랜덤 증정

ATKInSOnS

WHOO

후 비첩 자윤크림 SPECIAL 구매 시 
사임당 빛의 일기 속 스카프 증정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cosmetics&perfume  10f cosmetics&perfume  10f

romantic days romantic days



cosmetics&perfume  10f cosmetics&perfume  10f

romantic days romantic days

TRIA

트리아 디바이스 전제품 구매 시 
마스크팩(Tria After Light Renu 
Facial Mask) & 파우치 증정

$120 이상 구매 시 
미니 아이론 증정

CnP

$70 이상 구매 시 
CNP 베스트 4종 증정

$120 이상 구매 시 
CNP 앰플 베스트 3종 증정

THE ORCHID SKIn

$200 이상 구매 시 
핸드크림 2개 증정
(핸드크림 4종 중 랜덤 증정)

브이세븐 토닝 라이트 클렌저 100g 
3개 구매 시
동일 상품 1개 증정(3+1)

DR. jART

초공진 3종 세트 구매 시 
초공진 미니어처 4종 증정

MICHAA

$50 이상 구매 시 
정품 핸드크림 75ml 증정 
(500개 한정)

BAnILA CO

ATOPALM

$100 이상 구매 시 
아토팜 MLE 크림 65ml 본품 증정

VIVLAS

$50 이상 구매 시
바이탈 워터마스크 1매 증정

모든 구매고객께 
박보검 시트마스크 
1매 증정

VPROVE

단 독

MEDI HEAL

$200 이상 구매 시 
메디힐 마스크팩 5장 증정

단 독

AHC 프리미엄 하이드라 골드 호일 

마스크 25g(5개)×2개 구매 시 
동일 상품 1개 증정(2+1)

A.H.CPAPA RECIPE

$50 이상 구매 시 
봄비마스크시트 1매 증정

신규

$50 이상 구매 시 
녹차실감 2종 미니 세트 증정

AMOS PROFESSIOnAL

단 독

단 독

단 독
단 독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규



watch&Jewelry  9f˙10f fashion&accessory  9f

romantic days romantic days

STOnE HEnGE

$150 이상 스톤헨지 구매고객께
헤어 슈슈 증정

LInDA FARROW(8F)

해당 브랜드 1PCS 구매 시
3.1PHILLIP LIM 안경테 증정

VEDI VERO

해당 브랜드 구매 시
트래블 파우치 증정

HIGH CHEEKS / 
VInTAGE HOLLYWOOD

구매 시
각 브랜드 손거울 증정
(브랜드 별 각 100명한 / 2. 28까지)

BUGATTI

$120 이상 구매고객께
핸드크림 증정

jILLSTUART 

$100 이상 구매 시
(최종 결제 금액 기준), 
립밤 증정

KIPLInG

$150 이상 구매 시 
키플링 토트백 증정

HAZZYS

$100 이상 구매 시
(최종 결제 금액 기준), 
헤지스 USB 증정

단 독

FOLLIFOLLIE

$300 이상 시계 구매고객께
시계 보관함 증정

PAUL SMITH WAT

PAUL SMITH 제품 구매 시 
PAUL SMITH 캘린더 선착순 증정

HAMILTOn

$1,000 이상 구매고객께
해밀턴 우산 증정

RADO

$1,000 이상 구매 시 
RADO 트래블 워치 파우치 증정 

SWATCH

$80 이상 구매 시 
스티커, 열쇠고리 중 1종 랜덤 증정

jUVIA

$50 이상 구매 시 
진주팔찌 증정

$2,000 이상 구매 시 
RADO 자동 우산 증정

$150 이상 구매시 
하이칙스 팝카툰 파우치 증정 
(35명한, 색상 랜덤 증정 / 2. 28까지)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liquor  11f liquor  11f ˙12f  

romantic days romantic days

LEICA CAMERA

카메라 구매고객께
라이카 전용 보호 필름 및 
SD 카드 16g 증정

MOTHERnEST

$60 이상 구매 시 
힐밤크림 증정(Heel Balm Care)

jOHnnIE WALKER

JW Blue 이상 구매 시 
BAG 증정

$100 이상 구매 시
오메가-3 100정 증정

nORTOn PRIVADA/
CAPAnnELLE 50&50

해당 브랜드 1병 구매 시
와인 오프너 증정

DIAO YU TAI
(조어대 신 국빈주)

조어대 신 국빈주 
2병 구매 시 
가방 증정

THERMOS

THERMOS JNL-352K, 
502K 보온병 구매 시 
파우치 증정

THERMOS(FOOGO), MINIPRESSO, 
KLEAN KANTEEN, THINKSPORT, 
XD-DESIGN(BOTTLE)

보틀 제품 구매 시 
보온병 세척솔 증정

REMY MARTIn

루이 13세 구매 시 
TROLLEY BAG 증정

HEnnESSY

1. HENNESSY VSOP 이상 구매 시
    VSOP 미니어처 50ml 증정

2. HENNESSY 제품 
    $800 이상 구매 시
    캐리어 가방 증정

GREY GOOSE/
BOMBAY SAPPHIRE/
BACARDI/
ROYAL BRACKLA/
ABERFELDY/DEWAR'S/
BAROn OTARD

해당 주류 합산 금액 기준

$100 이상 구매 시 
DEWARS 보스턴 백 증정

$200 이상 구매 시 
DEWARS TROLLEY
BAG 증정

jIUGUI(주귀주)/
YAnGHE(양하주)/ 
XIFEnGjIU(시펑주)/
CHUYEqInG(주예칭주)/ 
FEnjIU(펀지우)/
LUZHOU LAOjIAO
(루저오라오쟈오주)/
WULIAnGYE(우량예주)

해당 주류 합산 금액 기준

$300 이상 구매 시
술잔 세트 증정

COURVOISIER

COURVOISIER XO GTR 70cl 
2병 구매 시 
TROLLEY BAG 증정

GnC

프로폴리스 치약 4개입 세트 구매 시
프로폴리스 치약 1개 증정

단 독

BOSE

BOSE SOUNDLINK MINI II 구매 시 
SOUNDLINK MINI II COVER 증정

단 독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신세계면세점 제휴사 혜택 신세계면세점 신용카드 혜택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합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만 14세 이상 여권을 소지하셔야 가입 가능합니다.

•TIFFANY,BVLGARI,GUCCI,B.VENETA 등 일부 브랜드는 할인혜택에서 제외되며, 등급별 할인율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sgdfm.co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변경 및 문의 : 1661-8778

KT

행사기간   2016. 5. 18 - 2017. 5. 31

제휴카드 

기간   2017. 2. 1 - 2. 28                     

대상   5만원 이상 결제고객

카드 무이자 할부

씨티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2-6개월

현대카드2-3개월

삼성카드 / 하나카드 / 

NH농협카드 / BC카드 / 우리카드
2-5개월

롯데카드5개월

슬림 할부

10개월 : 1,2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KB국민카드10개월

6개월 : 1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10개월 : 1,2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롯데카드6/10개월

4-6개월 : 1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10개월 : 1,2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12개월 : 1,2,3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신한카드
4-6/10/

12개월

silVEr 멤버십 발급

V I P/골드

등급고객님께

실버/화이트/일반

등급고객님께

gold 멤버십 발급

•타 쿠폰 / 행사 / 제휴 할인 중복 불가

•포인트 차감 없음

스타벅스

✽비    자 | 플래티넘 등급 이상, 내국인 限 
    아멕스 | 플래티넘 등급 이상, 내/외국인

비자•아멕스 카드 소지고객

골드멤버십 제공

최대 15% 할인

행사기간   2016. 6. 1 - 2017. 5. 31

대상점포   명동점, 인천공항점, 부산점

증정대상   스타벅스 GOLD 회원 中 신세계면세점 신규 회원가입자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정상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HOT/ICE) 음료 교환권

 
스타벅스 GOLD LEVEL 고객 대상

신세계면세점 GOLD 멤버십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교환권 증정

•신세계면세점 신규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증정기간   2017. 1. 1 - 12. 31

대상점포   명동점

가입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가입방법   본인명의 카드+여권 지참 후 고객센터 방문



우리은행 환전 고객 
선불카드 증정 이벤트

증정기간   2017. 2. 1 - 2. 28

대상점포   명동점, 부산점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부산점  B1 고객서비스 데스크

증정대상   우리은행 환전 후 $50 이상 구매고객

증정내용   선불카드 1만원

증정기간   2017. 2. 1 - 소진 시

증정대상   내국인 $200 이상 구매고객

증정장소   신세계면세점 안내데스크 (4번출국장앞)

인천공항점 
선불카드 이벤트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인터넷 및 오프라인 영업점 환전 고객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위비뱅크 환전 제외)

•명동점은 명동점용 선불카드, 부산점은 전점용 선불카드로 지급 됩니다.

•TIFFANY,BVLGARI,GUCCI,B.VENETA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타 행사와 중복 가능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선불카드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본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종료 될 수 있습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 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1인 1일 1회 비연속 증정 행사입니다. 

•일부 브랜드 및 쿠폰, 포인트 사용 시 증정 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당사 선불카드는 일부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선불카드를 반납하셔야 하며, 사용 시 현금 반납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구매자와 VIP 상의 여권번호가 일치해야 선불카드 증정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회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종료 될 수 있습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 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은행 

$300 이상 환전 후,

당일 $50 이상 구매하면

선불카드 1만원을 

드립니다!

• 환전완료 모바일 이미지 및 

면세점 $50 이상 구매 영수증 제시 시 증정 

웨딩고객 선불카드는 청첩장 소지 고객에 한해 추가 증정합니다.

기간별 제휴 카드사 결제 시 추가 증정 가능

증정대상 기본증정 웨딩고객

8만원

4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최종혜택

13
만원

9
만원

6
만원

2
만원

$2,000 이상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1만원
1

만원$2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