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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증정기간   2017. 1. 1 - 소진 시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정기간   2017. 1. 1 - 소진 시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내국인 BC카드 $200 이상 결제고객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아쿠아필드 스파 이용권 행사는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인터넷 및 
    오프라인 영업점 환전 고객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위비뱅크 환전 제외)
•이용권은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인1매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아쿠아필드 매표소에서 당일 티켓으로 
    교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으로 일 6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초과시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워터파크 이용권으로 아쿠아필드 內 찜질스파는 이용 불가하며, 스파 이용권으로 아쿠아필드 內 워터파크 이용 불가합니다.
•TIFFANY,BVLGARI,GUCCI,B.VENETA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타 행사와 중복 가능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시 이용권(아쿠아필드 스파,워터파크)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본 행사는 이용권 소지 및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종료 될 수 있습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해 참여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준비된 리프트이용권 소진 시, 사전 고지 없이 종료됩니다. 
•본 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한 합니다. •본 행사는 타 카드 행사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당일 BC카드 $200 이상 결제 고객에 한하여 증정합니다.(체크, 법인, 선불카드 제외) •구매취소나 반품 시, 증정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이용권은 1인 1매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본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2017년 1월 1일 - 스키장 폐장일까지 입니다. •본 이용권으로 당일 08:30 - 16: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본 이용권을 하이원리조트 스키 매표소에서 당일 티켓으로 교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악화등으로 조기 폐장등 영업장 운영 계획에 따라 이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남 스타필드이용권 증정 
(스파·워터파크)

하이원리조트 SKI 리프트권 증정
(1인 1매)

아쿠아필드 스파 이용권 증정 (1인 2매)

증정대상   내국인 $300 이상 환전 후 

                   명동점 당일 $200 이상 구매고객 

·환전 완료 영수증 및 당일 $200 이상 구매 영수증 必 제시 시

아쿠아필드 워터파크 이용권 증정 (1인 2매)

증정대상   내국인 $400 이상 하나외환카드 결제고객

·법인/체크/BC 제외

신세계면세점에서 
새해 겨울을 제대로 즐겨라!

COOL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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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브랜드는 선불카드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선불카드는 카드상에 표기된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타 점 사용불가)
•제휴카드사(KB국민카드) 선불카드 추가 증정 시 법인/기프트(선불카드 포함)/체크/BC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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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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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최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 될 경우 사은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정상품은 교환환불 불가합니다.
•상품 불량 관련해서 당일 확인 시 신세계면세점 10층 스톤헨지 매장에서 바로 A/S 가능하며, 품질 보증 기간 1년 내에 발생시에는 
    보증서 지참 후 가까운 스톤헨지 매장에서 A/S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 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불카드 최대 30만원
PAYBACK 

증정기간   2017. 1. 1 - 1. 31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300 이상 구매고객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정기간   2017. 1. 1 - 1. 31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1,000 이상 구매고객 (1일 선착순 3명 증정)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공항점용 선불카드는 선불카드 교환권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증정
인천
공항

2만원  

18만원  10만원  

11만원    8만원    

6만원  7만원  

4만원  6만원  

3만원  4만원  

2만원  2만원  

최대혜택

30만원  

21만원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목걸이 증정

푸른바다의 전설 속 전지현 쥬얼리 스타일링을 

신세계면세점에서 만나보세요!

T0727 SILVER

구매금액

$2,000 이상 구매 시

$1,600 이상 구매 시

$1,200 이상 구매 시

$800 이상 구매 시

$500 이상 구매 시

$300 이상 구매 시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합니다.  •본 행사는 기간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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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신규 가입고객께
신세계면세점 데스크노트 증정

증정기간   2017. 1. 9 - 1. 31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온/오프라인 내국인 신규가입 고객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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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 시그니처 데스크노트

가입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정기간   2017. 1. 1 - 1. 31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예비 신혼부부(청첩장 제시 요망)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웨딩고객
B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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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1은 추첨을 통해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며, 현금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EVENT 1은 추첨을 통해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며, 현금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며, 현금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경품에 대한 EVENT 1은 추첨을 통해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로맨틱 패키지

 ̇패키지 상품구성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웨스틴조선호텔 홈페이지를

  (twc.echosunhotel.com)

   참조하세요

응모 방법

청첩장 제시 후 

GOLD 멤버십 발급 & 

응모권 수령

응모함 응모

EVENT 1

$1,000/2,0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5/10만원 증정

EVENT 3

신세계면세점 
GOLD 멤버십 발급
최대 15% 할인!

EVENT 2

오프닝 특별 전시 “한국의 美디어 아트”

미디어아트 류재하 작가+6인의 무형문화재 협업

소년24 LIVE CONCERT 할인

증정기간     2017. 1. 1 - 소진 시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구매고객 대상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공연장소     신세계면세점 옆 메사빌딩 10층 BOYS24 HALL

EVENT 1.

$1 이상 구매한 모든 고객, 
공연 50% 할인 쿠폰이 쓱-
(티켓 현장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 할인 쿠폰 증정)

EVENT 2.

공연 관람한 모든 고객
면세점 4종 할인 쿠폰이 쓱-
(현장 매표소에서 티켓 교환 시 증정)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 수>  오픈

장       소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역 메사빌딩 로비층

운영시간   10:30 - 19:30(휴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휴점일과 동일)

명인명장과 신진작가의 공예품 판매/전시/체험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전통공예 복합공간

1. ‘집속의 집’ 전통 인테리어의 

      재발견 『리빙 파빌리온』

2. 무형문화재의 재료·도구가 있는 

     「아카이빙 존」

 - 전통과 현대가 콜라보 된 침실, 주방, 

     파우더룸, 서재



증정기간    2017.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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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정기간    2017. 1. 9 - 소진 시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400 이상 구매고객

증정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  정  품    예술의 전당 ICE DREAM 이용권 2매

대림미술관 
공연 & 사진전 관람권 증정

예술의 전당 
아이스링크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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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B.VEN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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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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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최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 될 경우 이용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이용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품목할인   

11. 25 - 2017. 1. 15

일부품목할인   

11. 1 - 소진 시

일부품목할인  

11. 18 - 소진 시

일부품목할인   

11. 16 - 소진 시

16 SS 전품목

11. 1 - 소진 시

일부품목할인   

11. 11 - 소진 시

일부품목할인   

11. 11 - 소진 시

70%
-50%

60%
-30%

50%
-30%

50%happy neW year

SALE



일부품목할인   

11. 11 - 소진 시

50%
-20%

일부품목할인   

11. 25 - 2017. 1. 15
40%

일부품목할인   

12. 26 - 소진 시

50%
-30%

일부품목할인   

12. 9 - 소진시

일부품목할인  

11. 10 - 소진시

일부품목할인   

11. 11 - 소진시

일부품목할인   

11. 1 - 소진 시

일부품목할인   

11. 25 - 2017. 2. 8

일부품목할인   

11. 11- 소진시

일부품목할인 

11. 11 - 소진 시

일부품목할인   

11. 24 - 소진 시

40%
-30%

전상품할인   

2017. 1. 1 - 1. 31

SnOOPy MOOMin30%
-15%

일부품목할인   

12. 8 - 소진 시

일부품목할인   

2017. 1. 1 - 1. 31

30%
-20%

일부품목할인 

일부품목할인   

11. 20 - 재고소진 시 

일부품목할인  

11. 20 - 재고소진 시 

일부품목할인   

12. 2 - 2017. 2. 5

30%

전상품할인   

2017. 1. 1 - 1. 31

20%



happy NEW yEaR spEcial

Shoulder Bag 
49427201

$117$167 

wallet
IV5d213013

단 독

$106$212  

단 독

wallet
180100

$135$212  

flIp flop
dSr398C-dCa13-K4Cp

단 독

$668$835 

단 독

hat
IV5d213013

$106$212  

단 독

one-pIeCe
a044805262244

$516$644  

$270      / $276
pendant

1개당 1개당

단 독

- 소진 시까지

home aCC
5174647

- 소진 시까지

$8,020 $4,812



happy NEW yEaR NEWs

반클리프 아펠

반 클리프 아펠은 1906년, 두 보석 가문의 자제인 알프레드 반 클리프와 에스텔 아펠의 

운명적 사랑과 결혼으로 탄생한 프랑스 정통의 하이 주얼리&워치 메종입니다.

최고의 원석에 대한 신념과 우아한 스타일의 미학으로 완성한 경이롭고 눈부신 

하이 주얼리 작품을 선보입니다. 명동지역 단독 매장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면세 최초로 론칭한 브라이덜 컬렉션을 만나러 보세요.

최상급 스톤과 탁월한 하이 주얼리 기법의 완벽한 조화를 선보이는 

반클리프 아펠의 브라이덜 컬렉션은 변치 않는 로맨스에 찬사를 보냅니다. 

국내 면세 최초 및 단독으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선보입니다.

Bridal 

oNly ShiNSEgaE

lady arpels 
Jour Nuit Fée ondine

ARO8O400

Charms
Malachite
ARO8NR00

Vintage alhambra
Charm Malachite

ARO7GP00

문의  02. 6370. 4224

Estelle solitaire

Perlée solitaire



happy NEW yEaR NEWs happy NEW yEaR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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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EE LAUDER

에스티 로더의 No.1 갈색병 아이 세럼의 혁신적인 기술로 탄생된 신제품. 

갈색병 아이 마스크. 생기 넘치고 어려 보이는 눈가 개선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미러 카루셀 앞 프로모션 존에서 경험해 보세요.

FLOWFUSHI

10층에 위치한 FLOWFUSHI는 현재 일본에서 마스카라 부문 1등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초로 의학품으로만 사용하던 END MINERAL 성분을 미용 원료로 

접목시킨 유일한 메이크업 브랜드입니다.

$50 이상 구매 시, 

후로후시 손거울 증정

갈색병 

아이마스크 포함

$350 이상 구매 시 

7종 스킨케어 샘플 증정

JO MALONE LONDON

조말론 런던은 특별한 포장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선물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Just because” 행사 기간 동안 조말론 런던만의 

포장/인그레이빙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LABIOTTE

10층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한 라비오뜨는 청정자연을 담은 기능성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사랑스럽고 독특한 패키지의 라비오뜨의 

와인 컬렉션을 1월 한달간 프로모션 존에서 만나보세요.

단 독

라비오뜨 팝업 매장 $10 구매 시

정품 마스크팩 10장 증정

($20 상당)

와인 립스틱, 와인 틴트 구매 시 

미니틴트 1종 증정

* 인그레이빙 서비스는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독

SISLEY C&P

$1,000 이상 구매 시 
10종 스킨케어 샘플 증정 

리슬레 30ml, 에뮐씨옹 에꼴로지끄 10ml, 

올데이 올이어 10ml, 블랙로즈 마스크 10ml, 

시슬리아 데일리 라인 리듀서 4ml, 

시슬리아 퍼밍세럼 4ml, 시슬리아 꽁쌍트레 에끌라 4ml, 

엑스폴리앙 무쌍 에네르지쌍 15ml, 

오드 깡빠뉴 바디크림 15ml,

로씨옹 토니끄 오 플뢰르 30ml

단 독

BENEFIT 

$1 이상 구매 시 
롤러래시 마스카라 
디럭스 샘플 증정

happy NEW yEaR gift happy NEW yEaR gift

단 독

단 독

리슬레 30ml, 로씨옹 또니끄 오 플뢰르 30ml, 

에뮐씨옹 에꼴로지끄 10ml, 

블랙로즈마스끄 10ml, 

꽁포르 익스트렘므 드 주르 10ml

$650 이상 구매 시 
5종 스킨케어 샘플 증정

에뮐씨옹 에꼴로지끄 10ml, 

로씨옹 또니끄 오 플뢰르 30ml, 

젤 익스쁘레스 오 플뢰르 10ml

$350 이상 구매 시 
3종 스킨케어 샘플 증정

단 독

단 독

ANNA SUI

$70 이상 구매 시 

안나수이 클러치 증정

단 독

BIODERMA

모든 구매고객께
3종 샘플 증정

BIOTHERM

$150 이상 구매 시
여성용 or 남성용 
트래블키트 증정

LANCOME

$320 이상 구매 시
CHINESE NEW YEAR 사은품 
9종 증정

BALANCING FOAMING CLEANSER 30ml, 
INTENSE RECOVERY MASK 15ml, 
ROSEWATER BALANCING MIST 30ml 

JURLIqUE

$150 이상 구매 시 
3종 샘플 증정 KENZO

겐조향수 $120 이상 구매 시
클러치백 증정

단 독

CAUDALIE (8F)

$70 이상 구매 시 
2종 샘플 증정

단 독

PRADA

LES INFUS IRIS EDP 100ml or 
PRADA IRIS CEDRE EDP 100ml

구매 시 IRIS SOAP 3 SET 증정 

단 독

ATELIER COLOGNE

100ml 향수 구매 시 
7.5ml 트래블 스프레이 증정 
(향 랜덤)

ADDICTION

$100 이상 구매 시 
정품 용량의 립밤 증정

6구 케이스 조합 구성에 맞춰 
블러쉬/아이섀도 제품 구매 시 
2017 스프링 컬렉션 한정 케이스 증정
(립밤과 중복 증정 불가)

KOSE (8F)

$10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및 스킨케어 3종 샘플 증정

PENHALIGON'S

$250 이상 구매 시
SCENT LIBRARY 증정 (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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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P

$70 이상 구매 시 
베스트 4종 키트 

$120 이상 구매 시 
앰플 3종 키트 

CNP DR.R2 RED BOX 구매시 
1+1

23 YEARS OLD

마스크팩 5매 5개 구매 시 
5종 ($20상당) 마스크팩 증정

DR.JART+

세라마이딘 크림 2개 구매 시  
세라마이딘 트래블 키트(3종) 증정

세라마이딘 오일샤워 30ml, 

세라마이딘 리퀴드 30ml, 

세라마이딘 크림 10ml

OHUI

OH 미라클M 4종 기획 구매 시 
미라클 박스 5종 사은품 증정

A.H.C

AHC 히아루로닉 크림 50ml 구매 시 
블루밍 핸드크림 40ml×3종 증정

VIDIVICI

모든 구매고객께
5종 샘플 증정

단 독

$50 이상 구매 시 
5종 샘플 증정

단 독

FOREO

$300 이상 구매 시 
FOREO 브러쉬 세트 증정

단 독

TRIA

모든 구매고객께 
진동 클렌저 + 세레니티 파우치 증정

단 독

VDL

$70 이상 구매 시 
VDL.M. 페이스 메이크업
샘플 키트 12ml 증정

단 독

NATURECOLLECTION
SOORYEHAN

천삼선유 3종 특별 세트 구매 시
대용량 5종 증정

단 독

MISSHA

초공진 클렌징폼 구매 시 
진동 모공 브러쉬 증정

단 독

3CE

$60 이상 구매 시
3CE LIP COLOR PALETTE 
색상 랜덤 증정

VANT36.5

$40 이상 구매 시 
씨씨쿠션 라이트 베이지 키트 증정 
(48,000원 상당)

단 독

SU:M

숨37 시크릿 아이크림 25 
출시기획 구매 시 
워터풀 3종 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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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s&pERfumE  10f cosmEtics&pERfumE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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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O

$1,000 이상 구매 시 
RADO 트래블 워치파우치 증정 

STONE HENGE

$250 구매 시 
폭스 퍼 핑거링 증정

SWATCH

전상품 구매 시 
스위스 키링 또는 미니 복주머니 증정

GLYCINE

글라이신 워치 구매 시 
로고 펜 증정

JUVIA JEW

$50 이상 구매 시 
진주팔찌 증정

 J.ESTINA BAG

1PCS 구매 시
아이섀도 1컬러 증정 (컬러 랜덤)

2PCS 이상 구매 시
아이섀도 키트(3컬러) 증정 (컬러 랜덤) 

VIVIENNE WESTWOOD

$350 이상 구매 시
비비안 웨스트우드 수면안대 증정

HAMILTON

모든 구매고객께
해밀턴 2017 다이어리 증정

$2,000 이상 구매 시 
RADO 자동 우산 증정

GROVANA

모든 구매고객께
디퓨저 증정

단 독

MOOSE KNUCKLES

모든 구매고객께
커피빈 에코컵 증정

단 독

KIPLING

$100 이상 구매 시 
키플링 펜케이스 증정 (DC후금액)

단 독

BUGATTI

$200 이상 구매 시
에코백 증정

단 독

LINDA FARROW EYE

해당 브랜드 1PCS 구매 시 
PHILLIP LIM 안경테 증정

단 독

BAN BOSSY

원 프리미엄 마스크 2매 구매 시 
100% 코튼 위생 필터 6매입 또는 
황사 마스크 1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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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JEWElRy  9f ˙10f fashioN&accEssoRy  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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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NESSY

HENNESSY VSOP 이상 구매 시
VSOP 미니어처 50ml 증정

HENNESSY 제품 $800 이상 구매 시 
캐리어 가방 증정

JOHNNIE WALKER

JW Blue 이상 구매  시
크로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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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Y MARTIN

루이 13세 구매 시 
TROLLEY BAG 증정

COURVOI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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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NEST

$60 이상 구매 시 
힐밤크림 증정
(HEEL BAL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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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틀 제품 구매 시 
보온병 세척솔 증정

THER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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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C

$50 이상 구매 시 
블루베리C 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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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ON PRIVADA/
CAPANNELLE 50&50

해당 브랜드 1병 구매 시
와인 오프너 증정

$100 이상 구매 시 
GNC 필케이스 증정

$150 이상 구매 시 
츄어블 비타민C 증정

$100 이상 구매 시 
오메가-3 100정 증정

DIAO YU TAI
(조어대 신 국빈주)

조어대 신 국빈주 2병 구매 시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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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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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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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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행사기간   2016. 5. 18 - 2017. 5. 31

비자/아멕스 카드 소지고객

골드멤버십 제공

최대 15% 할인

제휴카드 

기간   2017. 1. 1 - 1. 31                     

대상   5만원 이상 결제고객

카드 무이자 할부

현대카드 / 신한카드2-3개월

롯데카드5개월

씨티카드2-6개월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하나카드 / 

NH농협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
2-5개월

6개월: 1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10개월: 1,2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잔여최사 면제

슬림 할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6/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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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교환권

 
스타벅스 GOLD LEVEL 고객 대상

신세계면세점 GOLD 멤버십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교환권 증정

•신세계면세점 신규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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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정기간   2017. 1. 1 - 12. 31

대상점포   명동점

가입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가입방법   본인명의 카드+여권 지참후 고객센터 방문



우리은행 환전 고객 
선불카드 증정 이벤트

증정기간   2017. 1. 1 - 2. 28

대상점포   명동점, 부산점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부산점  B1 고객서비스 데스크

증정대상   우리은행 환전 후 $50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

증정내용   신세계면세점 선불카드 1만원

증정기간   2017. 1. 1 - 1. 31

대상점포   인천공항점

증정대상   내국인 $200 이상 구매고객

증정장소   신세계면세점 안내데스크 (4번출국장앞)

운영시간   6:30 - 21:30

인천공항점 
선불카드 이벤트

아멕스카드 결제 고객 

최대 18만원 선불카드 증정

웨딩고객 선불카드는 청첩장 소지고객에 한해 추가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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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시 선불카드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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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에서 

$300 이상 환전 후, 

신세계면세점에서 

$50 이상 구매하면 

선불카드 1만원 증정

• 우리은행 환전 영수증 및 모바일 교환권 제시 고객께

신세계 면세점에서 당일 $50 이상 구매 시 증정

증정대상 기본증정 웨딩고객 아멕스카드

8만원

4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최종혜택

18
만원

12
만원

8
만원

3
만원

1
만원

$2,000 이상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만원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