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점    국문

10.12 - 11.22



신세계 LOVE BOX

웨스틴 조선호텔 식ㆍ음료 매장 이용권 (10만원권 2매) GIFT 2  

아쿠아필드 스파 입장권 2매GIFT 3  

신세계면세점 BLACK멤버십 GIFT 4  

미니어처 와인 세트 (187ml 2병)  GIFT 5  

디디에두보 커플링 세트GIFT 1  



LOVE  BOX  EVENT

당일 $1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응모기간   2017.10.12-11.22 
행사점포   명동점, 인천공항점, 부산점 
응모장소   행사점 內 응모함
경품내용   신세계 LOVE BOX 1개 (당첨자 7名)
당첨발표   2017.12.4 (추첨 후, 당첨고객 개별 연락)

•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해 참여가능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  경품 행사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경품은 현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  당첨 이후 당첨 내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구매 취소나 반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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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세공과금(22%)는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  명동점, 인천공항점 당첨고객에게는 아쿠아필드 입장권 2매가 제공되며, 부산점 당첨고객에게는  
   신세계 스파랜드 주중 입장권 2매가 제공됩니다.
•  신세계면세점 BLACK멤버십은 당첨자 본인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GIFT별 유의사항은 당첨 발표 후, 당첨고객에게 별도 안내됩니다.

신세계 LOVE BOX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아시아 주요 7개국 UBER 이용권 증정

이용권 금액이용 가능 도시국가

타이페이, 타이중, 가오슝 100 TWD×2회대만

50 HKD홍콩홍콩

50,000 VND호치민, 하노이베트남

100 Bhat×2회방콕, 치앙마이, 치앙라이, 파타야태국

10,000 IDR×4회자카르타 등 30개 도시인도네시아

10 SGD싱가포르 전체싱가포르

1,500 Yen도쿄일본



•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 본인 당일 구매금액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L.VUITTON, CARTIER, BVLGARI, TIFFANY, C.DIOR 등 일부 브랜드는 증정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이용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이용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UBER 관련 자세한 사항은 증정된 이용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정된 UBER 이용권은 UBER 신규 회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도시 및 서비스 확인을 위해 www.uber.com/cities/ 를 방문해주세요.

아시아 주요 7개국
우버 이용권을 드립니다!

UBER GIFT EVENT

당일 명동점 $100 이상 구매영수증을 지참하시고 
9F 내국인 고객센터에 방문하시어 UBER 행사
참여 여부 / 출국 예정 국가명을 말씀해주세요!

증정기간   2017.10.17-소진 시 
증  정  품   UBER 이용권 1매 (아시아 주요 7개국 중 택1)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당일 $1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중
행사참여 신청 고객



SPECIAL PAYBACK EVENT

* 인천공항점용 선불카드는 선불카드 교환권으로 지급됩니다.
* 스페셜 기프트 증정 행사는  재고 소진 시, 사전 고지없이 종료됩니다.

제휴 카드

증정기간   2017.10.12-11.22
증정대상   당일 $3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선불카드 최대 26만원과

모두 가지세요!
BOOTS BEST 3 아이템을

구매금액

이상 구매 시
$1,800

이상 구매 시
$1,200

이상 구매 시
$600

이상 구매 시
$300

26만원

9만원

6만원

16만원

최대혜택 기본 증정 인천공항+ 제휴 카드

7만원

5만원

3만원

10만원

8만원

3만원

2만원

15만원

+

+

+

+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

+

+

+

+



•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해 참여가능합니다.(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1일 1인 1회 비연속 증정합니다.     •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기프트는 중복 증정 불가 합니다.(택1)
•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금액이 안될 경우 선불카드/사은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L.VUITTON, CARTIER, BVLGARI, TIFFANY, C.DIOR 등 일부 브랜드는 선불카드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 선불카드는 카드 상에 표기된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타 점포 사용 불가)
• 제휴카드사(KB국민카드)선불카드 추가 증정 시, 법인/기프트/체크/BC/알파원/카카오톡 카드는 제외됩니다.
• 제휴카드사(BC카드)선불카드 추가 증정 시, 법인/기프트/체크카드는 제외됩니다.
• 제휴카드사(KB국민카드, BC카드)결제 시, 추가 증정되는 선불카드는 1개(하나의)카드로 구매한 
  금액에 대해 증정하며 카드사간 구매금액을 합산하여 증정하지 않습니다.
• 본 행사는 실물 카드 결제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SSG PAY, 삼성PAY 등 기타 PAYMENT 수단에 탑재된 
  카드의 경우는 행사 참여 불가합니다.     • 본 행사는 명동점용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영국 NO.1 HEALTH & BEAUTY 스토어

+

+

+

+

피부의 재생과 증진을 돕는 
건강한 수면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THISWORKS 
딥슬립 스프레이 + 샤워젤

시즌별 최고의 아이템만 
엄선한 예쁜 패키지

SOAP & GLORY  
심플리더제스트

N°7 PROTECT & 
PERFECT 아이크림
4초에 1개식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스페셜 기프트

- -



HEALING BEAUTY EVENT

마음, 신체, 피부를 하나로 잇는
THREE 홀리스틱 토탈 케어

천연유래성분을 엄선한 오가닉 스킨, 바디, 헤어 케어.
내츄럴하지만 트렌디한 발상의 엣지있는 메이크업.  
상반된 두 가지 가치가 교차되어 
새롭게 탄생한 제 3의 가치를 제안합니다. 

NATURAL / HONEST / CREATIVE

신규 입점 브랜드 

클렌징오일 28ml 
+ 밸런싱 폼 30g
+ 밸런싱 로션 30ml 
+ 밸런싱 에멀젼 28ml 
+ 파우치

클렌징오일 7ml + 밸런싱 로션 7ml 
+ 밸런싱 에멀젼 5ml 
+ 화이트 트리트먼트 아이크림 3g

$100
이상 구매 시 

미니어처 4종

$200
이상 구매 시 

 TRIAL 4종 + 파우치 

EVENT 1

증정기간   2017.10.13-10.22
증정대상   THREE 제품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10F THREE 매장

THREE WELCOME GIFT를 드립니다!

* 소진 시 행사종료



•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해 참여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 본 행사는 준비된 증정품 소진 시, 사전 고지없이 종료됩니다.
•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없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본인 당일 영수증 구매 금액 합산에 한하며,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 합니다.
•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증정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EVENT 1의 $100, $200 GIFT는 중복 증정 불가합니다.
• L.VUITTON, CARTIER, BVLGARI, TIFFANY, C.DIOR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VENT 2

THREE SPECIAL GIFT를 드립니다!

THREE 시그니처 토트백 + 
미니어처 4종

$400
이상 구매 시 

오설록 러블리티박스 1개$500
이상 구매 시 

증정기간   2017.10.23-10.31 
증정대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 소진 시 행사종료

EVENT 3

오설록 LOVELY GIFT를 드립니다!
증정기간   2017.11.1-11.22 
증정대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 소진 시 행사종료



•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참여불가)
• 만 14세 이상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는 명동점용 선불카드로 증정됩니다.
• 본 행사는 사전 고지없이 조기종료/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오프라인 가입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탈퇴 후 재가입은 참여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내국인
신규가입 고객

증정기간   2017.10.12-11.22
증정대상   오프라인 내국인 신규가입 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MEMBERSHIP EVENT 

멤버십 신규가입 고객님~
선불카드 5천원 받아가세요!



SDF Membership Card_Final

BLACK 멤버십 최대 20%  할인

선정기준
2년간 $10,000 이상 구매
(매년 10월31일 선정기준 적용 후
다음해 1월 1일 등급 부여)
유지조건
선정 기준 미달 시 GOLD 전환
유지기간    1년

SDF Membership Card_Final

GOLD 멤버십 최대 15%  할인

선정기준
3년간 $3,000 이상 구매 
또는 당일 $600 이상 구매
유지조건
유지기간 내 $1,000 이상 구매
(미달 시 SILVER 전환)
유지기간    3년

SDF Membership Card_Final

SILVER 멤버십 최대 10%  할인

선정기준
가입즉시
유지조건
유지기간 내 $1 이상 구매
유지기간    5년

• 내국인은 여권상 국적(KOR)에 한하며, 교포(여권상 R표기)는 외국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일부 브랜드 및 상품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며, 등급별 할인율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고객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멤버십 등급은 신세계면세점 온·오프라인 상품인도 금액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멤버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ssgdfm.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및 문의 고객센터 : 1661-8778

SHINSEGAE DUTYFREE MEMBERSHIP



 〈디 아트 오브 더 브릭〉
관람권 증정

• 본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L.VUITTON, CARTIER, BVLGARI, TIFFANY, C.DIOR 등 일부 브랜드는 증정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관람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본 전시는 관람권에 표기된 관람기간 내에 관람 가능합니다.
• 관람관련 자세한사항은 증정된 관람권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ART & CULTURE EVENT 1

THE ART OF THE BRICK

증정기간   2017.10.23-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4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ART & CULTURE EVENT 2

• 본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L.VUITTON, CARTIER, BVLGARI, TIFFANY, C.DIOR 등 일부 브랜드는 증정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관람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본 공연은 관람권에 표기된 관람기간 내에 관람 가능합니다.
• 관람관련 자세한사항은 증정된 관람권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 대상 관람권 20% 할인 제공
예매 사이트에서 신세계면세점 멤버십으로 예매 시 일괄 할인 적용,
현장에서 멤버십 확인 후 티켓 수령 (스티커 or 카드 or 인터넷면세점 
마이페이지) 멤버십 미 확인 시 차액 지불

조수미 콘서트
 〈WINTER FANTASY〉관람권 증정

WINTER FANTASY

증정기간   2017.11.6-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2,5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 관람권 일자는 지정되어 있으며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 대상 관람권 20% 할인 제공
예매 사이트에서 신세계면세점 멤버십으로 예매 시 일괄 할인 적용,
현장에서 멤버십 확인 후 티켓 수령 (스티커 or 카드 or 인터넷면세점 
마이페이지) 멤버십 미 확인 시 차액 지불

ART & CULTURE EVENT 3

• 본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L.VUITTON, CARTIER, BVLGARI, TIFFANY, C.DIOR 등 일부 브랜드는 증정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관람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본 공연은 관람권에 표기된 관람기간 내에 관람 가능합니다.
• 관람관련 자세한사항은 증정된 관람권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구라모토와 친구들〉관람권 증정

유키구라모토와 친구들

증정기간   2017.11.13-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2,5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 관람권 일자는 지정되어 있으며 변경이 불가합니다.



法古創新 공예문화공간

장        소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옆 
                   메사빌딩 로비층〈한 수〉공예숍
운영시간   10:30-19:30 
(휴점 : 추석연휴 10월4~6일, 매월 세번째 월요일 10월16일, 11월20일)

대한민국 명인명장〈한 수〉

EVENT 1

이은범作 – 청자 국화 종지

식탁 위에 꽃을 피우다
이은범 작가 국화, 연꽃 라인 전 제품 10% 할인
* 본 리플렛 지참 시

EVENT 2

SNOW WALTZ
윤남 작가 SNOW WALTZ 라인 전 제품 10% 할인
* 본 리플렛 지참 시



•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 본 행사는 청첩장 및 예식 계약서 등 웨딩 증빙 제시 고객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1일 1인 1회 비연속 증정합니다.
• L.VUITTON, CARTIER, BVLGARI, TIFFANY, C.DIOR 등 일부 브랜드는 증정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선불카드는 명동점용 선불카드로 증정됩니다. 
• 본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종료 될 수 있습니다.

증정기간   2017.10.12-11.22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내국인 웨딩고객 
(청첩장 또는 웨딩 증빙서류 제시)

$1,000/2,0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5/10만원 증정

신세계면세점 GOLD 멤버십 발급
최대 15% 할인!

WEDDING EVENT



• 카드사 사정에 따라 무이자/슬림할부 내용이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슬림할부 6개월 1회차, 7개월/8개월/9개월/10개월 1, 2회차, 11개월/12개월/15개월 1, 2, 3회차 
  할부 수수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 법인/기프트/체크카드는 제외됩니다.
• 현대카드 무이자 할부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행사기간 이후는 해당 카드사 정책에 따릅니다. 

기간   2017.10.12-11.22        대상   5만원 이상 결제 고객

카드 무이자 할부 / 슬림 할부

2-6개월

2-5개월

씨티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삼성카드 / NH농협카드 / BC카드 / 우리카드
하나카드 / 현대카드

롯데카드5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10/15개월

6/10개월

7-12개월

하나카드

롯데카드

씨티카드

슬림 할부

비자 · 아멕스 · JCB 카드 소지고객
GOLD 멤버십 발급 (최대 15% 할인) 

증정기간   2017.1.1-12.31
가입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가입방법   본인명의 카드 및 여권 지참 후
                   고객센터 방문
* 비자, JCB  |  플래티넘 등급 이상, 내국인 限 
* 아멕스        |  플래티넘 등급 이상, 내･외국인

CREDIT CARD EVENT



WAR2412.BA0776 WAR201E.BA0723



• 30% 이상 할인 상품은 추가 할인이 불가합니다.      • 행사 내용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타 금액할인 쿠폰과 중복사용 불가합니다. 
• L.VUITTON, CARTIER, BVLGARI, TIFFANY, C.DIOR 등 일부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ATCH & JEWELRY

즉시할인

증정기간   2017.10.12-11.22 
증정대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구입금액 할인혜택

$2,000이상 구매 시

$1,500이상 구매 시

$1,000이상 구매 시

$500이상 구매 시

$300이상 구매 시

20만원 금액할인

15만원 금액할인

10만원 금액할인

5만원 금액할인

3만원 금액할인

즉시할인 프로모션

WATCH & JEWELRY SALE



×

Halloween  
E v e n t

2017. 10. 31

C O M I N G  S O O N





신혼의 즐거움이 2배가 되는
웨딩시즌 추천 아이템

W E D D I N G  
S E A S O N



8F

PERLÉE RING

비즈 세팅의 정교함과 심플함이 완벽하게
결합한 모던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링.

INFINI SIGNATURE RING
NEW YORK RING

시그니처가 돋보이는 인피니 시그너처 링과
밴드 중앙에는 솔로 다이아몬드,
측면에는 로고가 인그레이빙된 뉴욕 링.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격 매장 문의

WEDDING SEASON
WATCH & JEWERLY

LOVE SOLITAIRE RING
LOVE WEDDING RING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모티프로 한 주얼리 링.

N4204052 / B4050552

8F

8F

8F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격 매장 문의

TIFFANY T TWO 링
티파니의 모던하고 타임리스한 디자인
철학을 담아 아이코닉한 T 모양을 
강조했으며,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리시한 커플링.

매끈한 라인과 얇은 두께가 편안한 착용감을
안겨주며, 남녀 모두에게 어울릴 만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충족시키는 디자인.

TCO 웨딩밴드

남녀 모두에게 어울릴 만한 클래식한
디자인에 실루엣을 따라 가미된 감각적인 
밀그레인 엣지가 특징인 제품.

티파니 클래식™ 밀그레인
웨딩밴드 링

WEDDING SEASON
WATCH & JEWERLY

8F 9F

8F

8F

8F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격 매장 문의

TIFFANY T 와이어 링
모던한 디자인 덕분에 남녀 모두 
착용가능하며, 특히, 여러겹으로 
레이어링 할 수록 볼륨감있는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제품

개성 있는 두 사람이 만나 영원한 하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포제션 링.

POSSESSION

G34P1A00 / G34PCC00 / G34PQ300

8F

9F



WEDDING SEASON

$ 650

19 Degree Polycarbonate 
International Carry-On

다양한 내부 지퍼포켓, 넉넉한 내부
수납공간, 내장형 4륜 듀얼 휠 등이
구성된 하드케이스 여행가방.

THALIA

모던한 실루엣으로 어떤 룩에도 매치가 
가능하며 넉넉한 칸막이와 포켓이
추가되어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

$ 1,095 21F893/ 0670992

여성스러운 탑 핸들 가방으로 크로스 
바디 스트랩이 실용성을 더 해주고 
사피아노 가죽의 사용으로 견고한 
내구성이 특징인 모던한 가방.

30T5GAVS2L666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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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F 9F

WEDDING SEASON
LUXURY FASHION

8F

9F

9F



IE902AE-IEA49561

$ 994
라르디니 글렌체크 싱글 버튼 자켓.

6640120

송아지 가죽으로 블랙/브라운 양면이
가능한 D로고 버클의 벨트.

$ 267

$ 250

D로고와 프랑스 국기의 3색 핸드스티치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남성용 반지갑.

180000

WEDD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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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F

WEDDING SEASON
LUXURY FASHION

9F

9F

9F



851206FW17B

세련된 감각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사랑 받는 메트로폴리스라인 숄더백.

$ 420

터치감이 좋은 엠보타입 소가죽을 
사용하여 스크래치에 강하고 실용적인 
토트, 숄더, 크로스 겸용 백.

M73MF030W

$ 302

페이던트 소재로 광택감있고
또렷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기에
안성맞춤인 아이템.

로얄포켓 플레임 토트L

$ 442.8$492 RSQFBC372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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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F

WEDDING SEASON
FASHION & ACCESSORY

9F

9F

9F



DP-6617-5, DP-6623-4

심플한 디자인과 슬림한 프레임으로 
커플이 데일리로 착용 가능한 선글라스. 

$ 260 (개당 가격)

BY-7047-3, BY-7048-1

발리의 로고가 새겨진 메탈소재의 다리가
특징인 커플 선글라스. 

$ 305 (개당 가격)

ALEX / ALE131223L17A030

$ 393

영국의 명품브랜드 비비안웨스트우드의 
BEST SELLER ALEX 라인으로서, 
가장 인기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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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F

WEDDING SEASON
FASHION & ACCESSORY

9F

9F

9F



베르사체 남자향수 구매 시
뿌르옴므 에프터 쉐이브 밤 증정
베르사체 여자향수 구매 시
베르사체 바니타스 바디로션 증정
(각 100pcs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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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조향수 $110 이상 구매 시
KENZO WORLD

SCARF 증정

슈퍼스티셔스 100ml 구매 시
향수 3.5ml 2종과
러버 인센스 1종 증정

새단장한 10층 향수존에서 준비한 
단독 가을 선물 

PERFUME ZONE 

Renewal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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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지오 아르마니
남성 향수 구매 시
ADGH PROFUMO
미니어쳐 증정

Renewal Open

아틀리에 코롱 구매 시
2ml 바이알 향수 랜덤 증정

랄프로렌 남성 향수 구매 시
POLO BLUE EDP
15ml 증정



 10F

COSMETICS
& PERFUME

단독

단독

HELENA RUBINSTEIN
신규 오픈 기념
$320 이상 구매 시
4종 샘플+
실버파우치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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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뉴얼 오픈 기념
모든 구매 고객께
미니 포씰 마스카라 4g 증정

CHANTECAILLE

(10.13 - 소진 시 까지, 한정수량, 1인 1회 증정)

PRIMERA
마일드 필링 테스트 시
필링 15ml 증정
(10.13 - 소진 시 까지)

$350 이상 구매 시 
스킨케어 5종 샘플 증정
(10.13 - 소진 시 까지, 
한정수량, 1인 1회 증정)

단독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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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TA MARIA NOVELLA
$100 이상 구매 시
핸드 타올 증정

향수 2개 이상 구매 시
리필 공병 증정

$20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증정

STILA
$60 이상 구매 시
SAD 리퀴드 립스틱
정품 증정

단독

단독AHC
$400 이상 구매 시
AHC 프리미엄 하이드라
B5 세라마이드밤 50ml  증정
(한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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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NS
$180 이상 구매 시
파우치+4종 샘플 증정

MAKE UP FOREVER
$15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증정
(10.15 - 소진 시 까지)

(한정수량)

LOCCITANE
모든 구매 고객께 
파우치 혹은 쥬얼리 박스 증정
$150 이상 구매 시 
5종 샘플 증정

ESTEE LAUDER
$400 이상 구매 시
파우치+6종 샘플 증정

ELIZABETH ARDEN
$150 이상 구매 시
파우치+디럭스 3종 샘플 증정
$200 이상 구매 시
MY BEAUTIFUL WORLD
핸드 파우치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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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EIGE
$100 이상 구매 시
모이스춰 4종
샘플 증정

IOPE
$50 이상 구매 시
슈바 5종 샘플 증정

HERA
$100 이상 구매 시
셀바이오 5종 샘플 증정

DR.JART+
$100 이상 구매 시 
메이크업 키트 증정

SULWHASOO
$200 이상 구매 시
기초 4종 샘플 증정



FASHION & ACCESSORY
WATCH & JEWELRY

 9F, 10F, 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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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SSOT
발라드 커플 시계 구매 시 
포토프린터 증정

RADO
$1,000 이상 구매 시
라도 트래블 워치 
파우치 증정

$2,000 이상 구매 시
라도 자동 우산 증정

단독

$3,000 이상 구매 시
라도 토트백 증정
(소진 시까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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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상 구매 시
비비안 웨스트우드 
정품 스카프 증정

V.WESTWOOD

JUVIA
$50 이상 구매 시 
담수진주 팔찌 증정
$300 이상 구매 시 
핵진주비드 증정

METROCITY
$150 이상 구매 시 
헬로키티 크리스탈
귀걸이 증정
(색상랜덤, 한정수량)

ASH
$250 이상 구매 시 
지갑 지급
(70개 한정)

ROSA.K
$200 이상 구매 시 
소가죽 러기지택 증정
(색상랜덤, 한정수량)

단독

단독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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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S, KIDS &
CHARACTER

11F, 12F

MOTHERNEST
폴리코사놀 20mg 세트 구매 시
30정 추가 증정

$20 이상 구매 시 
마스크팩 1장 증정

PORORO

(4종 중 랜덤)

아름지기
문화상품 구매고객께
2017 아름지기 기획전
‘해를 가리다’展 관람권 증정
(8.25 - 10.30, 1인 2매)

$100 이상 구매 시
오메가-3 100정+비타민C
파인애플맛 60정 증정
(각 $25 상당)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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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이상 구매 시
콜라겐 젤리(15포) 증정

$100 이상 구매 시
여행용 치약·칫솔 세트 증정

$70 이상 구매 시
프로폴리스 캔디 증정

GNC

$70 이상 구매 시
스크래치 카드 1매 증정

THERMOS

(1등 SONY 무선스피커/2등 보온병)

브랜드별 $50 이상 구매 시 
쿤토이 럭키베어 피규어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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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터넷면세점 $1 이상 구매 후
명동점 매장 $1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1만원, 투썸플레이스 
음료 교환권 1매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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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정기간   2017.10.1-소진 시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ON · OFFLINE EVENT

투썸플레이스 음료 교환권 

온라인 + 오프라인
면세점 연결고리!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신세계 인터넷면세점(ssgdfm.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행사의 기간 및 사은품 지급조건, 사은품 종류는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 합니다. (PR 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에 한 합니다.                    
•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받으신 혜택은 반납 하셔야 합니다.
• L.VUITTON, CARTIER, BVLGARI, TIFFANY, C.DIOR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역시
신세계면세점!

APP EVENT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신세계 인터넷면세점 명동점(ssgdfm.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 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명동점) 한국몰 전용 이벤트 입니다.
• 앱다운로드 적립금은 가입년도 상관 없이 ID당 1회 한하여 제공 됩니다.
• 모바일 첫구매 적립금은 가입년도 상관없이 모바일 구매내역이 없는 회원에게 ID당 1회 한하여  
   제공 됩니다.
• 본 적립금 유효기간 이후 자동 소멸 됩니다.
• 각 브랜드 또는 상품별로 적립금 최대 사용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넷면세점 명동점
앱 다운로드 회원

증정기간   - 2017.11.30
증정장소   인터넷면세점 명동점
증정내용   명동점 APP으로 최대 40,000원 적립금 증정

신세계 인터넷면세점 앱 설치 시
적립금 최대 40,000원 증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한국 이동통신사(SKT, KT, LG, 알뜰폰 등)의 후불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응모 가능합니다.
   (PPS 선불이용자 이용자 제외)
• 상기 무료통화 증정권 이벤트는 응모하신 번호에 한하여 적용되며,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상기 무료통화는 신청하신 일자부터 익월 말일까지 적용가능하며,양도/양수 및 잔액이월이
   불가합니다.
• 해당 이벤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SK국제전화 고객센터 (1599-007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SK 국제전화
00700 제휴 이벤트

FREE COUPON

SK국제전화 00700
2,000원 무료통화권 증정!

증정기간   2017.10.1-12.31
증정대상   하단 QR코드 스캔고객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여 
무료통화권을 신청하세요!

×



증정기간   2017.10.12-11.22 
증정대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신세계면세점 안내데스크 (4번 출국장 앞)

인천 공항점 선불카드 이벤트

•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1인 1일 1회 비연속 증정 행사입니다.
•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회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구매자와 여권번호가 일치해야 선불카드 증정이 가능합니다.
• 일부 브랜드 및 쿠폰, 포인트 사용 시 증정 기준 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 수령한 선불카드는 일부브랜드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선불카드는 인천공항점용으로 지급 됩니다.
• 구매취소나 반품시 선불카드를 반납하셔야 하며, 사용 시 현금 반납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됩니다.    

인천공항점 웨딩 이벤트

GOLD 멤버십 발급 혜택 최대 15% 할인
$1,0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5만원 추가 증정

증정기간   2017.10.12-11.22 
증정대상   내국인 웨딩 구매고객
                   (청첩장 또는 웨딩 증빙서류 제시 고객)
증정장소   신세계면세점 안내데스크 (4번 출국장 앞)

INCHEON AIRPORT EVENT

최대혜택 기본 증정 + 우리VISA카드 결제 시구매금액

$2,000 이상
구매 시

+8만원 10만원18만원

이상
구매 시$500 +- 5만원5만원

이상
구매 시$300 +- 3만원3만원

이상
구매 시$200 +- 2만원2만원

이상
구매 시$100 +- 1만원1만원

이상
구매 시 10만원$1,000 +4만원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