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2017. 3. 16 - 5. 10

BLOSSOM
SPRING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본 행사는 준비된 자유이용권 소진 시, 사전 고지없이 종료됩니다.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없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한 합니다.  
•본 행사는 타 카드 행사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기간 內 1인 1회 참여가능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증정품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유이용권으로 이용 당일 1인에 한하여 에버랜드 입장 및 당일 가동 중인 놀이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코인물, 대여물, 식음료, 동물타기, 기획 전시행사, 캐리비안베이는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본 자유이용권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본 자유이용권은 타인양도 및 재판매, 현금 교환이 불가합니다.
•본 자유이용권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하거나 절취된 경우 사용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가능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본 행사는 준비된 워터파크 이용권 소진 시, 사전 고지없이 종료됩니다.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없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한 합니다.  
•본 행사는 타 카드 행사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1일 1인 1회 참여가능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증정품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이용권은 1인 1매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본 이용권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본 이용권을 아쿠아필드 매표소에서 당일 티켓으로 교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이용권으로 아쿠아필드 찜질/스파 이용은 불가합니다.  •본 이용권으로 日 6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식음료 및 구명자켓, 썬베드 등은 별도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봄 기운 가득한 新世界로 지금 초대합니다!

SPRING BLOSSOM 
EVENT 

EVENT 1 에버랜드 이벤트 아쿠아필드 이벤트 EVENT 2

증정기간   2017.3.16 - 소진 시

증정대상   하나카드 당일 $200 이상 결제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 정 품   하남 아쿠아필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아쿠아필드 워터파크 이용권 증정

증정기간   2017.3.16 - 소진 시

증정대상   BC카드 당일 $400 이상 결제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 정 품   용인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 법인, 체크, 기프트카드 제외 * 법인, 체크, BC, 기프트카드 제외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증정



•본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가능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1일 1인 1회 비연속 증정합니다.
•구매취소나 반품시 기준금액이 안될 경우 선불카드/사은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본 행사는 명동점용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선불카드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선불카드는 카드상에 표기된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타 점 사용불가)
•제휴카드사 선불카드 추가 증정 시, 법인/기프트(선불카드 포함)/체크/BC/알파원 카드는 제외됩니다.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점용 선불카드는 선불카드 교환권으로 지급됩니다.

증정기간   2017.3.16 - 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1,7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 정 품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더 카페』 식사권 1매 + 『더 카페』 할인권 1매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가능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본 행사는 준비된 식사권 및 할인권 소진 시, 사전 고지없이 종료됩니다.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없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한 합니다.

•본 행사는 기간 內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증정품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카페』 식사권 및 할인권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더 카페』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더 카페』 할인권(20%)은 증정 받으신 『더 카페』 뷔페 1인 식사권 이용 시, 동반 1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할인권 단독 사용은 불가 합니다.)

•『더 카페』 할인권(20%)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2017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더 카페 』할인권(20%)은 타 프로모션 및 제휴카드, JW 메리어트 호텔 멤버십과 중복 할인 불가합니다.

•『더 카페』 이용시간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운영방침에 따릅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Renovation으로 2017년 8월 -11월까지 『더 카페』 이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정기간   2017.3.1 - 5.10

증정대상   당일 $3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기본증정
인천

공항점

2만원  

16 만원  10만원  

12만원    8만원    

8만원  6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최대혜택

28 만원  

22 만원

16 만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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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카드 최대 28만원

PAYBACK 
SWEET DINING  
EVENT



증정기간   2017.3.16 - 5.10

증정대상   온/오프라인 내국인 신규가입 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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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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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가입 고객분들께

선불카드 5천원을 드립니다

가입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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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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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4.1일 부 1년 변경 예정) 

유지조건   유효기간 내 선정 기준 이상 구매

 * 조건 미달 시 GOLD 전환

멤버십 등급별

혜택 안내

증정기간   2017.3.16 - 5.10

증정대상   예비 신혼부부(청첩장 제시)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웨딩 이벤트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청첩장 제시 고객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종료 될 수 있습니다. 

$100 이상 구매 시 
미니어처 와인 SET 증정

EVENT 2

신세계면세점 
GOLD 멤버십 발급
최대 15% 할인!

EVENT 1

$1,000/2,0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5/10만원 증정

EVENT 3

* 사은품 소진 시 조기종료



서울시 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관람권 증정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관람권 증정 행사는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관람권 증정 행사는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 될 경우 관람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돈키호테는 지정일 지정공연만 관람 가능합니다.

EVENT 1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 대상

20% 할인 제공 (1인 4매 한정)

증정기간   공연 종료 시까지

증정대상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

˙전화 예매 시 멤버십 할인 제공 (02.399.1000)

˙현장에서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스티커or카드) 확인 후 티켓 수령

˙멤버십 미 확인 시 차액 지불

EVENT 2

1. 돈키호테 공연 관람권 증정

증정기간   2017.3.20 - 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2,0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2. 20% 할인 제공 (1인 4매 한정)

증정기간   공연 종료 시까지

증정대상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

˙예매사이트에서 신세계면세점 멤버십으로 예매 시 일괄 할인 적용

˙현장에서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스티커or카드) 확인 후 티켓 수령

˙멤버십 미 확인 시 차액 지불

ART&CULTURE 
RELAY EVENT



•본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본 행사는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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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 디뮤지엄 <YOUTH> 전시EVENT 3

<YOUTH – 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관람권 증정 

증정기간   2017.3.30 - 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2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ART&CULTURE 
RELAY EVENT

•본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본 행사는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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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 패키지EVENT 4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패키지 증정

증정기간   2017.4.10 - 4.30

증정대상   당일 $7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본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본 행사는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 될 경우 관람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본 공연은 사전 전화 예매 후 관람 가능합니다.

뮤지컬 <셰프>EVENT 6

<셰프> 관람권 증정

증정기간   2017.4.30 - 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1,000 이상 내국인 구매 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ART&CULTURE 
RELAY EVENT

•본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본 행사는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 될 경우 관람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본 연극은 지정일 지정공연만 관람 가능하며 사전 예매가 필요합니다.

국립극단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EVENT 5

<로미오와 줄리엣> 관람권 증정

증정기간   2017.4.20 - 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1,000 이상 내국인 구매 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뮤지컬 <비밥>이 2017년 4월 1일 부터

뮤지컬 <셰프>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소년24 LIVE CONCERT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증정기간     2017.4.13 - 소진 시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500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 (1인 2매, 선착순 100명)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공연일시     5월 13일(토)/20일(토)/27일(토)

공연장소     신세계면세점 옆 메사빌딩 10층 BOYS24 HALL

法古創新 공예문화공간

대한민국 명인명장<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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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10:30–19:30 (휴점:3월20일, 4월17일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대표번호    02.2128.7703

•선착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지정일(5/13, 5/20, 5/27)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 당일 구매 합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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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 될 경우 이용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본 교환권은 1인 2매 사용 가능합니다.(매매, 변경, 환불불가, 만 7세 이상 관람가능)

•공연 일정은 공연 상황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듯한 봄날맞이> 추천 상품EVENT 2

<싱그러운 봄날맞이> 리빙 이벤트EVENT 1

홈 라이프 속 작은 봄날을 위한 특별 이벤트 (100명 한정, 10% 할인) 

연잎수반&꽃침봉 
이성근 작가

연꽃을 모티브로 한 
도자기 수반과 꽃침봉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봄 느낌의 홈 데코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

티 타월&데코 패브릭
강정은 작가

한국의 미(美)를 모티브로 한 
따듯한 감성의 데코 패브릭
소박하고 단아한 느낌의 천연소재 티타월 
(간이커튼, 베개커버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 인퓨져 세트
신희창 작가

언제 어디서나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1인용 차 도구 세트
차향을 ‘꽃에 내려앉은 나비’로 시각화 한 
디자인이 차를 마시는 즐거움과 분위기를 
배가 시켜 드립니다.    

CJ E&M의 차세대 아이돌 <소년 24> 
공연 초대 이벤트

소년24 공연 50% 할인 쿠폰 증정

$1 이상 구매한 모든고객께 티켓 현장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 할인 쿠폰 증정

특별 혜택



빼를리 링 

PERLÉE RING

인피니 시그너처 링 

INFINI SIGNATURE RING

펠리시테 링 

FÉLICITÉ RING

에스텔 링 

ESTELLE RING

뉴욕 링

 NEW YORK RING

티파니™ 세팅
TIFFANY® SETTING

티파니 임브레이스™ 링 
TIFFANY EMBRACE®

빅토리아™ 컬렉션  

VICTORIA® COLLECTION

칵테일 워치  

 COCKTAIL WATCH

TCO 웨딩밴드   

TCO WEDDING BAND RINGS

밀그레인 웨딩밴드  

MILGRAIN BAND RINGS

자연과 문화를 모티브로 하여 상상의 세계와 

사랑에 이르기까지 메종의 영감이 되어주는 

각양각색의 소재에 담긴 판타지를 한 편의 

우아한 시처럼 은유적인 기법으로 형상화합니다. 

문의  02.6370.4224

티파니는 최상의 디자인과 장인정신, 역사상 가장 

눈부신 다이아몬드 링으로 ‘다이아몬드의 왕’,

‘신부들의 로망’으로 불리며,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문의  02.6370.4012



possession.piaget.comPossession Collection

Possession_Bangles_SP_Layouts.indd   1 23.02.16   16:39

토르첼로

TORCELLO
REF. AN854631

이터너티 밴드

ETERNITY BAND
REF. AN856362

매리미

MARRY ME
REF. AN854103 / AN852594 / 

AN854104 / AN852593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불가리 브라이덜 컬렉션은 

최상의 퀄리티를 지닌 다이아몬드와 완벽한 세팅 

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세월이 지나도 변치않는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문의  02.6370.4016 문의  02.6370.4080

POSSESSION 행운을 부르는 주얼리

“세상이 내 것이 되는 특별한 터닝”

포제션 웨딩 주얼리의 특별한 터닝, 단 한 번의 터닝으로 

세상이 내 것이 되는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 

코로나

CORONA
REF. AN850941 / CL188306 / 

OR172305

포제션 펜던트  

POSSESSION PENDANT
G33P0098

포제션 웨딩링  

POSSESSION WEDDING RING 
G34PR600

포제션 웨딩링 

POSSESSION WEDDING RING   
G34PQ300

$2,300 $3,500

포제션 오픈 뱅글 브레이슬릿 

POSSESSION BRACELET 
G36PR200



SUPEROCEAN HERITAGE 46,
KOREA LIMITED EDITION

A173201A/BF18/441X/A20BA.1
$3,500

CV201AH.BA0725
$3,520

WAR2412.BA0776
$2,200

WEDDING BEST ITEM

구매 고객 대상 휴대용 워치케이스 및 골프공 증정 웨딩고객 커플 시계 구매시 여행용 가방 증정

WAR201E.BA
$2,500

WAY211A.BA
$2,400

AVENGER II GMT
A3239011/C872/158S/A20S.1

$3,500

NAVITIMER 01 46
AB012721/BD09/443A

$8,910

1884년 창립된 브라이틀링은 현대 크로노그래프의 

발명가로서 그 정확성과 견고성을 자랑하며 모든 

무브먼트가 100%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전 세계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문의  02.6370.4089

1860년 창립된 스위스 아방가르드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워치 메이킹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의  02.6370.4089



CLASSIC FUSION AEROFUSION 
MOONPHASE KING GOLD

517.OX.0180.LR 

구매 고객 대상 프리미엄 단우산 증정구매 고객 대상 휴대용 워치케이스 및 골프공 증정 

CLASSIC FUSION KING GOLD 
DIAMONDS

582.OX.1180.RX.1204

ELITE MOONPHASE   
03.2143.691/01.C498

ELITE ULTRA THIN 
LADY MOONPHASE 

03.2310.692/02.C706

1980년 창립된 위블로는 독보적인 디자인과 정통정인 

워치메이킹 기술로 많은 워치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입니다.

문의  02.6370.4089

1865년에 탄생한 제니스는 ‘모든 것의 정점에 있다’는 

의미로, 현재까지 무브먼트 관련 2,300여 개의 상을 

수상한 하이엔드 워치 메뉴팩쳐입니다.

문의  02.6370.4089



      

섬세하고 모던한 감성의 새들백 DREW(드류)는 매듭 체인과 

말굽 편자모양의 우아한 잠금장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로스 바디 형태도 가능하며, 평범한 날부터 특별한 날까지 무심한듯 

시크한 스타일을 완성시켜 주는 백입니다. 

DREW(드류)

끌로에

끌로에는 보헤미안 감성을 지닌 빠리지앵 개비아기용에 의해 1952년에 

탄생된 럭셔리 프레타포르테로 불리는 프랑스 패션하우스 브랜드입니다. 

60년 넘게 전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모던하고 자유롭고 우아하고 여유로운 

감성을 선보이는 끌로에를 이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만나보세요.

클로에의 베스트셀러인 페이백은 70년대 감성과 태도를 상징하는 

아코디언 거셋 패션 백으로 시그니처인 루프링이 매달려 있어 

메탈 장식은 스타일리시하고 우아한 클로에의 감성을 표현해줍니다. 

신세계면세점에서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페이백을 만나보세요.

SMALL SHOULDER BAG

FAYE(페이)

CHLOE BEST SELLER

MEDIUM SHOULDER BAG

$1,936

$1,400

SMALL SADDLE BAG

$1,776

NEW BRAND
8F



시그니처 그로스그레인 소재의 

바라 리본 디테일의 스몰 탑 핸들백

$1,220HANDBAG

아이코닉한 바라 스트랩 샌들

$545SHOES

숄더 스트랩을 이용해 숄더 또는 

크로스바디백으로 연출할 수 있는

데일리 백

$1,000HANDBAG

6.5cm의 청키힐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겸비한 앵클 스트랩 샌들로, 

스튜어트 와이츠먼의 대표 아이템

$484SHOES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의 

페미닌한 4cm 미드힐 슬링백 펌프스

$496SHOES

반짝이는 컷아웃 로고를 더한 

부드러운 레더 클러치

$380HANDBAG

아이코닉한 브라스 스터드 

로고장식이 포인트로 된 

페블드 레더 크로스바디 백

$432HANDBAG

발렉스트라만의 선명한 색상이 

돋보이는 머니클립 

$410WALLET

행운과 부의 상징인 고대 이집트 여신을 

떠오르게 하는 매력적인 디자인의 토트백

$2,720HANDBAG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카프레더 

소재와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된 

비즈니스 캐주얼 가방

BAG(MEN) $1,620

꺾어 신는 바부 

(BABOUCHE) 스타일의 

트렌디한 카프 레더 슈즈 

$608SHOES

럭셔리하면서 섬세한 감성의 

시즌 스페셜 여성 가방

$527HANDBAG

소재부터 컬러까지 남다른 품격의 백과 슈즈로 특별한 가치를 누리세요LUXURY FASHION
8F·9F



세련된 그를 위한 액세서리 베스트 아이템GIFT FOR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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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모티브로 제작된

스와치 신상품

$79SUOW141

댄디한 비즈니스룩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

$100닥스 벨트

$786AMBIT3 PEAK
 SAPPHIRE HR, 206730

러닝, 사이클, 하이킹, 수영 등 

스포츠 기능을 갖춘 GPS 시계

CYCLE CHRONOGRAPH 

컬렉션은 자전거에서 

영감 받아 디자인된 제품

$521BR1-731-70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타일의 남성 반지갑

$123남성 반지갑

소프트한 가죽과 클래식한 

디자인의 남성 서류가방

$456남성 서류가방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스테디셀러 남성벨트

$98남성 자동벨트

블랙 컬러의 아세테이트 프론트를 사용하여

한층 가벼운 착용감을 주는 제품

$230GG0057SK 
샤이니 블랙 GRG

FULL-CERAMIC 제품으로 

스크래치에 강하고 가벼우며 

체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RADO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

$1,800R27056712

심플한 티타늄 프레임에 골드 미러 렌즈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제품

$955LF LUX574C1

나일론 소재의 가볍고 

실용적인 바디백

$242크로스바디백
DAKS 고유의 디자인이 

멋스러우며 클래식한 

느낌을 연출하는 반지갑

$87닥스 남성 지갑

8F·9F

(La Vetrina)

(La Vet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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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적인 사이즈의 

착용감이 좋은 데일리백

$381숄더백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토트백

$435토트백

$2,100R30183742

12다이아와 로즈골드의 

조합으로 아름다움을 

더한 제품

(탕웨이 착용 제품)

엔티크와 베이직한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컬렉션

$294RS#1-01

커브 엣지에 휩 스티치 디테일이 특징인 제품

$442MORI HOBO 
(LIGHT CEMENT GREY)

싱글 핸들에 프릴 디테일이 돋보이는 제품

$393MAYA NORTH SOUTH TOTE 
(LIGHT CAMEL)

한국인 얼굴형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설계된 아시안 피팅 에디션

$360GG0029SA 샤이니 블랙 레드

미니멀한 프레임에 원형의 

쉐입이 여성스러움을 더하는 제품

$652LF LUX565C7

내부에 오픈 포켓이 달려 있는

코스메틱 파우치

$38MEDIUM DOME
COSMETIC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같은 패턴의

지퍼 파우치가 내장된 밤비 프린트 백팩

$140BASIC BACKPACK

GIFT FOR WOMEN
8F·9F

꽃을 모티브로 한 

귀여운 디자인이 특징인

2017 신상품

$79GZ304

설렘이 피어 오르는 레이디 스타일링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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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GATTI

단 독

3. 1 - 3 .31

49825901 $118$147

49825905 $118$147

49836001

$154$193

49836005

$154$193

단 독

49839005

$110$138

단 독

SPECIAL EVENT
 PROMOTION ZONE  9F

SPECIAL EVENT
 PROMOTION ZONE  9F

POLICE / 
VEDI VERO / 
TOM FORD / 
BALENCIAGA

ST.DUPONE / BALMAIN / 
KENZO / BALLY

3.1 - 3.31

3.1 - 3.31

BALENCIAGA
BA0081D 

50% 할인

$130$260

TOMFORD
FT0407D 
30% 할인

$259$370

3.1 - 3.31

일부품목 

30-50% 할인

단 독

3.1 - 3.31

일부품목 

30-40% 할인

단 독

BALMAIN BL- 6028 
30% 할인 $2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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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CHEN

3 . 1 - 5 .31

PH1020 

10% 할인 +

2만원 상품권 증정

단 독
CUCHEN(NUC)

3.1 - 5.31

NNJ-1135 

20%할인

단 독

NOODLE&BOO

3.1 - 재고 소진 시

1개 구매 시 40%할인

2개 이상 구매 시 60%할인

단 독
SHINSEGAE
GIFT SHOP

일부품목

15-30%할인

3.1 - 재고 소진 시

단 독

CASIO CAMERA

3.1 - 3.26

10% 할인

단 독
KAKAO FRIENDS

3.1 - 재고 소진 시

프렌즈 캐리어 세트 

30% 할인

세트 구매 시 
러기지택 증정

JUJUBE

전 상품

30%할인

3.1 - 재고 소진 시

단 독
SNOOPY, MOOMIN

SNOOPY 캐리어 
$200 특가 판매
캐릭터 상품 

10%할인

단 독

THINKSPORT
XD-DESIGN
(BOTTLE)
KLEAN KANTEEN

전 상품

20%할인

3.1 - 3.31

단 독

3.1 - 3.31

MINIPRESSO

MINIPRESSO SET 
구매 시

10%할인

단 독

SPECIAL EVENT
 PROMOTION ZONE  11F • 12F

SPECIAL EVENT
 PROMOTION ZONE  11F • 12F

* TR80제외



 

COSMETICS&PERFUME  10F COSMETICS&PERFUME  10F

SPRING BLOSSOM SPRING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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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IQUE

$150 이상 구매 시 
크리니크 여행용 
5종 세트 증정

단델리온 제품 라인 포함 
$80 이상 구매 시
메트 레스큐 디럭스 
샘플 7.5ml 
1종 증정

BENEFIT

단 독

JURLIQUE

$150 이상 구매 시 
쥴리크 5종 증정 

단 독

조말론 런던의 ASIA EXCLUSIVE 
블로썸 리미티드 상품을 프로모션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50 이상 구매 시 
인그레이빙 서비스 제공

증정기간  4.1 - 4.30

JO MALONE

$15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및 4종 샘플 증정

DARPHIN

$99 이상 구매 시 
슈퍼머드 디럭스 샘플 증정

GLAMGLOW

$180 이상 구매 시
슈에무라 
USB PINK 1개 증정

SHU UEMURA

ADDICTION

$100 이상 구매 시 
어딕션 블랙 사각 
손거울 증정

단 독

단 독

어딕션 네일폴리쉬 2개 구매 시 
네일제품 미니어처 증정
(큐티클 오일/탑코트/

베이스 코트 中 랜덤 증정)

SEKKISEI

$100 이상 구매 시
사쿠라파우치 및 
스킨케어 3종 
샘플 증정

ELIZABETH ARDEN

신제품 
화이트티 향수 구매 시
화이트티 바디크림 
100ml 증정

ESTEE LAUDER
$350 이상 구매 시
마이크로 에센스 마스크 1매와 파우치 5종 샘플 증정 

단 독



COSMETICS&PERFUME  10F COSMETICS&PERFUME  10F

SALVATORE FERRAGAMO

$120 이상 구매 시
여권지갑 증정

단 독

모스키노 향수 50ml 이상 구매 시 
모스키노 파우치 증정

MOSCHINO

MARC JACOBS

MJ 향수 큰 사이즈 구매 시
미니어처 랜덤 증정

단 독

KENZO

$120 이상 구매 시
겐조 패션가방 증정

$8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랜덤 증정

단 독

단 독

MONTBLANC

몽블랑 큰사이즈 90ml 구매 시 
미니어처 1개 증정 

단 독

단 독

단 독

단 독

지미추 큰사이즈 90ml 구매 시 
미니어처 1개 증정 

JIMMY CHOOLANVIN

랑방 모던 프린세스 
큰 사이즈 90ml 구매 시 
미니어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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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DA
$100 이상 구매 시  
PRADA LES INFUSIONS 
Discovery Kit 증정

단 독

$250 이상 구매 시
기프트 캔들 35g 
1종 추가 증정

DIPTYQUE

단 독

MIU MIU

미우미우 향수 큰 사이즈 구매 시 
미니어처, 미니 핸드크림 랜덤 증정

$15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랜덤 증정

$12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증정 

$120 이상 구매 시 
몽블랑 여행 키트 7.5ml 스프레이+
A.S BALM 50ml 증정

랑방 모던 프린세스 포함 
$12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증정 

SPRING BLOSSOM SPRING BLOSSOM

$8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랜덤 증정

$150 이상 구매 시
CHLOE L'eau de CHLOE 30ml 
정품 증정

CHLOE

끌로에 향수 큰 사이즈 구매 시
미니어처, 미니 핸드크림 랜덤 증정

신제품 아웃레이져스 100ml 구매 시 
퍼퓸 스프레이 3.5ml 
1종 추가 증정

FREDERIC MALLE

단 독

ATELIER COLOGNE
신제품 아뜰리에 
코롱 클레망틴 
캘리포니아 구매 시
2ml 향수+엽서 증정

단 독



CALVIN KLEIN
CK향수
큰 사이즈 구매 시
미니어처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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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랜덤 증정

$120 이상 구매 시
여행용 가방 랜덤 증정

CELL FUSION C

$100 이상 구매 시 
인텐시브 리페어 키트 증정

RYO

$50 이상 구매 시 
려 화윤생 80ml 증정

단 독

단 독

단 독

모든 구매고객께 
물티슈 20매 1팩 증정

FINDEN

10층 매장 방문 상담 시 
블랙버블밤 
마스크 시트 1매 증정                     

DR. MONSTER

모든 구매고객께 
클렌징 코팩 1매 증정

단 독

YADAH

$50 이상 구매 시 
여행용키트+물티슈 70매 1팩 증정

$100 이상 구매 시 
한혜진 파우치+여행용키트+
물티슈 70매 1팩 증정

코쿤 윌로우 실키마스크 10매 구매 시 
마스크팩 5매 추가 랜덤 증정

23YEARS OLD

SPRING BLOSSOM SPRING BLOSSOM

OHUI
내일 그대와 신민아의 미라클 
모이스처 플라워 에디션 구매 시
신민아 콜라보 파우치 증정

뉴메르 10 에센스 트리오 에디션 구매 시
아쿠아밤 10ml & 
헝가리언 워터에센스 
10ml 증정

BELIF

단 독

AQUTOP

$100 이상 구매 시 
아쿠탑 핸드크림 및 아쿠탑 파우치 증정

단 독

DR. JART

시카페어 크림 혹은 
시카페어 리커버 1개 구매 시
V7 토닝 라이트
클렌저 3ml 2개 증정

PHILOSOPHY 

$50 이상 구매 시 
필로소피 레드파우치 증정

$70 이상 구매 시 
BRETHE KIT BOX 증정

$100 이상 구매 시 
SKIN RENEWAL SET 증정 

구달 프리미엄 스네일 톤업크림 3+1, 
구달 프리미엄 펄톤업크림 3+1 구매 시
구달 프리미엄 스네일 톤업 에센스
(시중가 42,000원 정품) 증정

CLIO

단 독

NATURE COLLECTION

비욘드 피토 아쿠아 3종 
기획세트 구매 시
무공해 4종 
사은품 1개 증정



RADO

$1,000 이상 구매 시
RADO 트래블 
워치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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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JEWELRY  9F˙10F˙12F FASHION&ACCESSORY  8F˙9F

$200 이상 구매 시
메트로시티 주얼리 
2종 세트 증정
(귀걸이+
목걸이 정품)  

KIPLING

$120 이상 구매 시 
베이직 파우치 증정 (랜덤증정 / DC후금액)

TOM FORD, VEDI VERO, 
POLICE

TOM FORD, 
POLICE,
VEDI VERO 
2개 구매 시
미러렌즈 추가 
증정

LINDA FARROW

1개 구매 시
DEREK LAM 또는 
PHILLIP LIM 안경테 증정

BUGATTI

$70 이상 구매 시
부가티 파우치백 증정

단 독

단 독TOM FORD, BALENCIAGA, 
POLICE, VEDI VERO,
TRENDICA, ESCADA, 
LANVIN 구매 시
빌츠 선글라스 증정

TOM FORD, VEDI VERO, 
TRENDICA, ESCADA, 
POLICE, LANVIN, 
BLAENCIAGA

LOUIS QUATORZE

$200 이상 구매 시
한해 루이까또즈 보습 마스크팩 증정

ROSA.K

$200 이상 구매 시 
헬로키티 페이셜 브러쉬 증정 
(한정수량)

LESPORTSAC

밤비 ×레스포색 컬래버레이션 
백 1개 이상 또는 
파우치 3개 이상 구매 시 
스페셜 밤비 브레이슬릿 증정

METROCITY JEWELRY

모든 구매고객께
메트로시티 여행용 네임택 1개 증정

단 독

ROSEMONT

$350 이상 구매 시
ROSEMONT 
핸드크림 3종 세트 
선착순 증정

$150 이상 구매 시 
스와치 에코 
파우치 증정

SWATCH

단 독

신상품 구매 시
스와치 트래블 
스티커 증정

$2,000 이상 구매 시
RADO 자동우산 증정

SPRING BLOSSOM SPRING BLOSSOM

JUVIAJEWELRY

$50 이상 구매 시
진주팔찌 증정

HOUSE OF AMBER

$200 이상 구매 시
고급 핸드폰 케이스 증정

FOLLI FOLLIE

$300 이상 구매 시
러기지벨트 증정

NASCHENKA

$900 이상 구매 시 
나전칠기 보석함 증정 

$400 이상 구매 시
메트로시티 주얼리 
2종 세트 증정
(귀걸이+
목걸이 정품)  



LIQUOR  11F ˙12F  LIQUOR  11F ˙12F  

GNC

$150 이상 구매 시
고급 필케이스 증정

LEICA CAMERA

카메라 구입 시
SD카드 및 보호필름 증정
(오프라인)

BRAUN

브라운 9시리즈 면도기 구매 시
CROSS 지갑&펜 세트 증정

CASIO CAMERA

중국인이 사랑하는 카시오 
自拍神器 신제품 TR650 출시기념 
EX-TR80 구매 시
32GB 대용량 
메모리카드 증정

EVERYBOT

에브리봇 물걸레 로봇 청소기 구매 시 
리필걸레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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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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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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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NESSY

HENNESSY VSOP 
이상 구매 시
VSOP 미니어처
50ml 증정

REMY MARTIN

루이 13세 구매 시 
TROLLEY BAG 증정

JOHNNIE WALKER

JW Blue 이상 구매 시 
BAG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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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 BLOSSOM SPRING BLOSSOM

$100 이상 구매 시
오메가 - 3 100정 증정

IM SHOPPING

$20 이상 구매 시 
보틀 증정

MOTHERNEST

$60 이상 구매 시
힐밤크림 증정
(Heel Bal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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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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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슬림 할부

기간   2017.3.1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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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회원 中 신세계면세점 신규 회원가입자

증정장소   각 점 안내데스크(고객센터)

증 정 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HOT/ICE) 음료 교환권

    
스타벅스 GOLD LEVEL 고객 대상

아메리카노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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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 골드 멤버십



온라인+오프라인 

면세점 연결고리!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소지자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본 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의 기간 및 사은품 지급조건, 사은품 종류는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동점 당일 구매조건에 일부 브랜드는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신세계인터넷면세점(ssgdfm.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VENT 2

증정기간   2017.3.8 - 소진 시

증정대상   명동점 $10 이상 구매고객 대상 영수증 발행 
               (1인 1회 한정)

참여방법   ① 명동점 $10 이상 구매 
                ② 인터넷면세점 방문 (ssgdfm.com)
                ③ 검색창에 “명동점” 입력
                ④ 영수증에 기재된 쿠폰번호 입력
                ⑤ 적립금 1만원 받기

명동점 매장 구매 후 
인터넷면세점 적립금 1만원 받기

EVENT 1

증정기간   2017.3.16 - 소진 시

증정대상   인터넷면세점 명동점 교환권 지참 후
                오프라인 명동점 당일 $10 이상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인터넷면세점 $1 이상 구매 후 
명동점 매장 $1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1만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교환권 1매 증정 

선불카드, 스타벅스 교환권 이벤트 

인터넷 면세점 적립금 이벤트

인천공항점 이벤트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1인 1일 1회 비연속 증정 행사입니다.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회원에 한하며, 내국인여권(PM) 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매자와 여권번호가 일치해야 선불카드 증정이 가능합니다.  •당사 사정에 따라 카드사 행사는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 및 쿠폰, 포인트 사용 시 증정 기준 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당사 선불카드는 일부 브랜드 사용이 불가 및 발행 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선불카드를 반납 하셔야 하며, 사용 시 현금 반납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정기간   2017.3.16 - 5.10

증정대상   내국인 웨딩 구매고객 

                (청첩장 또는 웨딩 증빙서류 제시고객)

2. $5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3만원 추가증정

    $1,0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5만원 추가증정

1. GOLD VIP 멤버십 
    가입 혜택
    최대 15% 할인

인천공항점 웨딩 이벤트EVENT 2

증정기간   2017.3.16 - 5.10(소진 시 조기종료)

증정대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신세계면세점 안내데스크(4번출국장앞)

최대 16만원 선불카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VENT 1 인천공항점 선불카드 이벤트

기본증정

최종혜택

8만원

4만원

3만원

4만원

2만원

16
만원

8
만원

5
만원

3
만원

우리 VISA카드 결제 시

2만원

1만원

1만원
1

만원

증정대상

$2,000 이상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