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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한 행복한 1년

항상 신세계면세점을 아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언제나 고객님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는 신세계면세점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 받는 글로벌 면세점으로 

도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Thank you



명동점 오픈 1주년 

SPECIAL EVENT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총 1,800만원 상당 고품격 프리미엄을 경험하세요!

응모기간   2017.5.11 - 6.30

응모대상   당일 $1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행 사 점   명동점

응모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경품내용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 패키지

당첨발표   2017.7.10(추첨 후, 당첨고객 개별 연락) 

EVENT 1

프레지덴셜 스위트 패키지 증정

1st ANNIVERSARY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 고객 제외)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숙박패키지 사용 시 사전에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경품 행사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경품은 현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후 일주일 이내 당첨자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 이후 당첨 내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구매 취소나 반품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LOHA! HAWAII!
하와이에서 멋진 추억을 만드세요!

응모기간   2017.5.11 - 6.30

응모대상   당일 KB국민카드 $1 이상 결제고객

행  사  점   명동점, 인천공항점

응모장소   행사점 內 응모함 

경품내용   하와이 4박 6일 여행(왕복 항공권+숙박)5名(동반 1인 포함)

당첨발표   2017.7.10(추첨 후, 당첨고객 개별 연락)

여행일정   2017.8.9–8.14  

EVENT 2

하와이 4박 6일 여행권 증정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제세공과금(22%)은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경품 행사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경품은 현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상기 여행일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후 일주일 이내 당첨자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 이후 당첨 내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구매 취소나 반품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동점 오픈 1주년 

SPECIAL EVENT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본 행사는 KB국민카드(플래티늄 등급 이상)소지 및 결제고객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준비된 증정품 소진 시, 사전 고지 없이 종료됩니다.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증정 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인천공항점, 부산점에서 진행되며, 조말론 향수 증정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한해 진행됩니다.
•본 행사는 기간 內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증정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LONDON의 감성적인 향기에 

특별함을 더해 드립니다!

증정기간   2017.5.11- 8.31 

증정대상   조말론 향수 - 당일 KB국민카드(플래티늄 이상) $800 이상 결제고객

                GOLD 멤버십 - KB국민카드(플래티늄 이상) 소지 고객

행  사 점   조말론 향수 - 명동점

                GOLD 멤버십 - 명동점, 인천공항점, 부산점

증정장소   행사점 內 고객센터(안내데스크)

증정내용   조말론 바질&네롤리(30ml) 1개, GOLD 멤버십

* 조말론 향수-조말론 향수 증정은 명동점에 한하며, 재고 소진 시 행사 종료

* GOLD 멤버십-본인 명의 행사카드 및 여권 소지 후 행사점 內 고객센터(안내데스크)방문

EVENT 3

조말론 향수 증정 & GOLD 멤버십 발급

1st ANNIVERSARY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인천공항점에 한 합니다.
•본 행사는 기간 內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증정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준비된 증정품 소진 시, 사전 고지 없이 종료됩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세계 시그니처 

여권케이스를 드립니다!

증정기간   2017.5.11 - 소진 시까지

증정대상   당일 $2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행  사 점   명동점, 인천공항점

증정장소   행사점 內 고객센터(안내데스크)

증정내용   신세계 시그니처 여권케이스 1개

EVENT 4

신세계 시그니처 여권케이스 증정

* 그레이, 오렌지 색상 랜덤 증정



명동점 오픈 1주년 

SPECIAL EVENT

SSG 
단독

•내국인(KOR) 여권 소지자에 한 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 될 경우 받으신 혜택은 반납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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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증정기간   2017.5.18 - 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5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정기간   2017.5.18 - 소진 시 

증정대상   23YEARS OLD 브랜드 상품 $50 이상 구매고객

증정장소   23YEARS OLD(명동점 10F 화장품 코너)

DENTAL CARE
1종 랜덤 증정

EVENT 5

당일 $5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최대 32만원+7만원 상당 뷰티박스 

23YEARS OLD 상품 $50 이상 구매 시 

빅스마일 치약 or 스케일링 치약 정품 증정! 

1st ANNIVERSARY

or



✽인천공항점용 선불카드는 선불카드 교환권으로 지급됩니다.

✽뷰티박스는 한정수량으로 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증정기간   2017.5.11 - 7.19

증정대상   $3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2017.5.18 - 소진 시)

선불카드 최대 32만원

PAYBACK 

$500 이상 구매 시

$300 이상 구매 시

$1,000 이상 구매 시

$1,500 이상 구매 시

$2,000 이상 구매 시 32만원

26 만원

16 만원

11 만원

7 만원

20 만원 10 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15 만원

7만원

4만원

2만원

9 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인천공항기본 증정 제휴 카드구매금액 최대혜택

제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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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1일 1인 1회 비연속 증정합니다.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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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하나) 선불카드 추가 증정 시, 법인/기프트/체크/BC/알파원 카드는 제외됩니다. 

•제휴카드사(우리)선불카드 추가 증정 시 법인/기프트/BC 카드는 제외됩니다. 

23YEARS OLD EVENT

$500 이상 구매 시 

뷰티박스 추가 증정

1st ANNIVERSARY



증정기간   2017.5.11-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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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할인율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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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ssgdfm.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변경 및 문의 고객센터 : 1661.8778

멤버십 신규가입 고객분들께

선불카드 5천원을 드립니다

가입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GOLD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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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10% 할인최대

BLACK 멤버십 20% 할인최대

선정기준   2년간 $10,000 이상 구매

               (2년 : 2015.11.1 - 2017.10.31)

유효기간   1년 

유지조건   2년간 $10,000 이상 구매

               (2년 : 2016.11.1 - 2018.10.31)

 * 조건 미달 시 GOLD 전환

멤버십 등급별

혜택 안내

1st ANNIVERSARY



증정기간   2017.6.1- 2017.12.31

증정대상   CJ ONE 멤버십 VIP 회원 中 신세계면세점 신규 회원 가입자

행 사 점   명동점

증정장소   명동점 9층 내국인 고객센터

증  정  품   명동점 11층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1매 

•회원 가입 시 본인 여권을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기존 가입 회원은 제외됩니다. 

•CJ ONE 멤버십 2017년 VIP 고객 본인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CJ ON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VIP 등급 확인 후 증정됩니다.

   (대상 등급 : CJ ONE VIP, VVIP, SVIP)

•기간 중 진행되는 멤버십 신규 가입 이벤트와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멤버십 제휴 EVENT

CJ ONE VIP 회원 대상 

1st ANNIVERSARY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증정

GOLD 멤버십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신규 가입 회원님께

멤버십 VIP 회원 中



명동점 오픈 1주년 

REFRESH EVENT

A.H.C 플레이존 신사점

증정기간   2017.5.11 - 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1,2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 정 품    A.H.C 플레이존 신사점 10만원 이용권

EVENT 1

<A.H.C 플레이존 신사점> SPA 이용권 증정

기간   2017.5.11 - 7.19

대상   신세계면세점 GOLD&BLACK 멤버십 회원

혜택   A.H.C 플레이존 신사점 서비스 이용 시

         1) 스파 프로그램 50% 할인 제공(기간 내 예약 완료 고객)

         2) 카페테리아 서비스 제공

          3) 1층 화장품 제품 구매 시 30% 할인 적용(프로모션 상품 제외)

         4)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 프리미엄 하이드라 B5 트래블키트 증정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대상 특별 혜택 증정

* 사전 전화 예약 후 실제 방문 시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스티커 또는 카드 제시 필수

* A.H.C 플레이존  대표번호  02.541.8235 / 예약번호  스파 02.541.8239

* 본 이용권은 스파 프로그램 전용권으로 헤어, 메이크업, 네일 서비스 등 이용 불가

* 이용권 사용 시 초과 금액은 추가 결제 필요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이용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용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이용권 사용 시 A.H.C 플레이존에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st ANNIVERSARY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제시고객 제외)
•본 행사는 준비된 자유이용권 소진 시 사전 고지 없이 종료됩니다.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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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가능합니다.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증정품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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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체크, 기프트카드 제외

ENJOY EVERLAND
신나는 꿈의 나라로 지금 초대합니다!

증정기간   2017.5.11 - 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BC카드 $200 이상 결제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증 정 품   용인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EVENT 2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증정



명동점 오픈 1주년 

GOURMET EVENT 

이찬오 셰프의 레스토랑 <마누테라스>

증정기간   2017.5.18–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2,5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EVENT 1

<마누테라스> 식사권 증정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교환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식사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식사권 사용 시 <마누테라스>에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st ANNIVERSARY

* 본 식사권은 해당 메뉴 전용권으로 별도 메뉴 주문 시 추가 결제 필요

* 식사권 사용 시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초과 금액은 추가 결제 필요



디저트 카페 <리앤베이크>

증정기간   2017.5.18–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1,0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EVENT 2

<리앤베이크> 케이크 교환권 증정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TIFFANY, BVLGARI, GUCCI 등 일부 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교환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교환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교환권 사용 시 <리앤베이크>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교환권 사용 시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초과 금액은 추가 결제 필요



法古創新 공예문화공간

대한민국 명인명장<한 수>  

명동점 오픈 1주년 체험 EVENT

남원 부채명인 작품    캘리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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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10:30–19:30 
                 (휴점:5월15일, 6월19일, 7월 17일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대표번호    02.2128.7703

추천 상품 ‘가벼워지는 옷차림 맞이 공예 장신구’

스프링 목걸이  <이수인 작가>

스프링을 모티브로 한 독특한 형태의 목걸이.
평면과 입체 사이의 시각적 즐거움이 
존재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산뜻한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16만 8천원)

<한수> 꽃침봉 증정 EVENT

본 리플렛을 지참하시고 
<한수> 공예숍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맑은흙도예’의 꽃침봉을 증정합니다.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증정기간     2017.5.17(수) - 21(일)

증정대상     당일 $100 이상 구매한 전 고객(日 선착순 80명)

증정장소     11층 스카이파크(장소는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원 최수봉 공방의 
최수봉 선생님 부채

1st ANNIVERSARY



명동점 오픈 1주년 

소년24 LIVE CONCERT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증정기간     2017.5.11 - 소진 시

대상점포     명동점

증정대상     $500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1인 2매, 선착순 150명)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공연일시     6월 17일(토), 24일(토)

소년24 공연 50% 할인 쿠폰 증정

$1 이상 구매한 모든고객께 티켓 현장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 할인 쿠폰 증정

특별 혜택

•선착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내국인(KOR)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PR여권 및 거소증 소지고객 제외) 

•해당 지정일(6/17, 6/2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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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불가, 만 7세 이상 관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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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M의 차세대 아이돌 <소년 24> 
공연 초대 이벤트

1st ANNIVERSARY



명동점 오픈 1주년 

ART & CULTURE 
RELAY EVENT

국립중앙박물관 <아라비아의 길>

증정기간   2017.5.11 - 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2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대상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고객

기간   2017.5.11 - 7.19

혜택   <아라비아의 길> 관람권 20% 할인 증정(1인 4매)

EVENT 1

<아라비아의 길> 관람권 증정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대상 할인 혜택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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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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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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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전시는 관람권에 표기된 관람 기간 내에 관람 가능합니다.

* 매표소에서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스티커 또는 카드 제시

1st ANNIVERSARY



능동 헬로뮤지엄 <헬로, 미켈란젤로 展>

증정기간   2017.5.20–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4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EVENT 2

<헬로, 미켈란젤로 展> 관람권 증정

☎1661-0553
www.lovemichelan.com

위
로
의 

순
간

당
신
과 

마
주
하
는

2017년1월 26일 ~ 6월25일 헬로 뮤지엄 (능동어린이회관)

· 주최   이데일리㈜, 본다빈치㈜      · 주관   본다빈치㈜      · 제작투자   ㈜아이티센      · 티켓   NHN티켓링크㈜      · 후원   주한이탈리아문화원, 한국미디어전시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시민청, SNS산업진흥원, TCI국제문화예술기구

· 미디어후원   네이버㈜      · 산학협력   한남대학교      · 협찬   하나카드㈜, ㈜하나투어, 파나소닉㈜, 33studio, INFINITY MEIDA, 효성㈜, TATE, ㈜이디야, PAYCO, ㈜벅스, 쥬스식스      · 중국협력사   리포스, 상해극시문화전파고분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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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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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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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전시는 관람권에 표기된 관람 기간 내에 관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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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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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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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연은 관람권에 표기된 지정 공연일자에 관람 가능합니다.

명동점 오픈 1주년 

ART & CULTURE 
RELAY EVENT

뮤지컬 <햄릿>

증정기간   2017.5.30–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2,0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EVENT 3

<햄릿> 관람권 증정

1st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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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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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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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전시는 관람권에 표기된 관람 기간 내에 관람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증정기간   2017.6.10–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2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대상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고객

기간   2017.6.10 - 7.19

혜택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관람권 20% 할인 증정(1인 4매)

EVENT 4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관람권 증정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대상 할인 혜택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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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관람권은 홍대 난타 극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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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관람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본 공연은 관람권에 표기된 관람 기간 내 사전 예매 후에 관람 가능합니다.

뮤지컬 <난타>

증정기간   2017.6.20–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7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EVENT 5

<난타> 관람권 증정

명동점 오픈 1주년 

ART & CULTURE 
RELAY EVENT

1st ANNIVERSARY

천 만 관객의 선택! 단순한 두드림이 아니다!

전 세계가 감동한 단 하나의 공연

* 관람권은 홍대 난타 전용 극장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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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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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취소나 반품 시 기준 금액이 안될 경우 관람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관람권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본 공연은 관람권에 표기된 관람 기간 내 사전 예매 후에 관람 가능합니다.

뮤지컬 <락시터>

증정기간   2017.6.30–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7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EVENT 6

<락시터> 관람권 증정



      

능동 헬로뮤지엄 <모네, 빛을 그리다 展> 시즌 2

증정기간   2017.7.10–소진 시

증정대상   당일 $400 이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EVENT 7

<모네, 빛을 그리다 展> 관람권 증정

명동점 오픈 1주년 

ART & CULTURE 
RELAY EVENT

1st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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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기간 내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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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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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전시는 관람권에 표기된 관람 기간 내에 관람 가능합니다.



CV201AH.BA0725A1732116/C832/154A

WATCH & JEWELRY 

즉시할인

증정기간     2017.5.11–6.30

증정대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명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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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 CLEEF & ARPELS, BVLGARI, TIFFANY 등 일부브랜드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0 이상 구매 시

$1,500 이상 구매 시

$1,000 이상 구매 시

$500 이상 구매 시

$300 이상 구매 시

즉시할인 프로모션

구매금액 할인혜택

20만원 금액할인 

15만원 금액할인 

10만원 금액할인 

5만원 금액할인 

3만원 금액할인 

      

1st ANNIVERSARY



  

$83
V데스땅3 실버 목걸이

두가지 색상의 실버스테인레스 

워치 케이스

$890U0117548

블랙 PVD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의 

검은색 카프스킨의 스트랩

$880U0117538

1858 크라운

브라운 스푸마토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스트랩의 스마트 워치

$1,010U0117535

MONTBLANC SUMMIT 
스마트 워치 최초 런칭 멤버십 할인 최대 10%

심박수 모니터를 탑재한 유일한 

럭셔리 스마트 워치

$890U0117742

음악감상이 가능한

4GB 용량의 내부 메모리 

실버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

$890U0117739

LUXURY WATCH&JEWELRY
 9F

CUSTOM JEWELRY

[힘쎈여자도봉순]

방송 협찬 상품

$60
드로잉러브 실버 목걸이

1st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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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BLANC SUMMIT 
스마트 워치 최초 런칭 멤버십 할인 최대 10%

FASHION&ACCESSORY
9F

로베르타 피에리는 가죽, 패브릭 등의 

모든 소재를 이탈리아에서 직접 생산 및 

제조하여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가볍고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

$16471RPLGRPRBTCNDMR0MR

카드 수납칸이 넉넉한 얇고 

가벼운 사피아노 장지갑

$209OPI321410L17S174

블랙 컬러의 디자인이 멋스러운

클래식한 느낌의 반지갑

$8771DKSGGWSS167010BK

심플한 디자인의 아웃솔과 

사이드 지퍼 디테일이 특징인 

패브릭 소재의 니팅 스니커즈

STUDIO (BLACK/ARMY/RED)

$136$226

LEO321223L16A301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캐쥬얼한 

미니 크로스백

$146.30$209

1st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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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론 소재로 가볍고 실용적인 

이탈리아 감성의 바디 백

$242
71ORLGGIACOMIO13H0JD

FASHION&ACCESSORY
9F

내구성이 우수한 엠보 소가죽으로 제작된 

숄더 겸 크로스백

메트로시티 시그니처 백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 셀러.

(20% 할인, 30PCS 한)

M41MQ563Z

$353$441

$125LXBAM17310ORX

가벼운 나일론 소재감으로 

캐주얼한 감각의 토트백

스팽글 소재를 사용한 유니크한 디자인 뮬. 

슈콤마보니만의 진주 장식이 포인트

$302
DG2BM17018RED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실크 넥타이

$17071FENDI TIE

1st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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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 할인 판매

MUG, BOWL

15% 할인 판매

20% 할인 판매

30% 할인 판매

CHARACTER&GIFT
 11F˙12F

$200 특가 판매

$200캐리어

SNOOPY, MOOMIN

1st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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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로션, 에센스 3-IN-ONE

슈퍼 모이스처 젤 듀오+맨 3종 샘플 

(수퍼 모이스처 젤 12ml, 프레시 토너 5ml, 

UV PLUS 10ml) 수량 한정 세트

$6680015187

PRIZE - WINNING PRIMERS
2주 프리런칭 상품 5.18 -

$84TR24

 10F

COSMETICS&PERFUME

타이거 시카 톤업 쿠션
타이거 시카 블레미쉬 커버 쿠션

VERSACE POUR 
HOMME EDT 30ml SPECIAL SET

$4272004061

$9리필$18본품

세계 유일의 오키드 연구기관인 겔랑의 오키다리움에서 

1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4세대 뉴 오키드 임페리얼 크림

ORCHIDEE IMPERIALE CREAM 50ml + 
폼클렌저 30ml 한정 세트

$448

FULL SPECTRUM PALETTE

6월 5일 부터

$66S2342900

1st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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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진정 및 
보습을 위한 저자극 토너
센시비오 토너 100ml

$133401320655357

바스라질 듯 심각한 
손상모발에 
고농축 영양과 
촉촉한 보습케어 

$75

SHAMPOOING 
REVIVISCENCE

$54S20170302

 아틀리에 코롱 베스트 
향수 7.5ml×3개 세트 

GREEN TEA MIMOSA 
BATH AND SHOWER GEL 500ml

$39A0106368

$46A0106367

GREEN TEA MIMOSA 
HONEY DROP BODY CREAM 500ml

LUNA 2 PROFESSIONAL
PINK / HOT-PINK / BLUE
(200개 한정)

$299

(8F)

COSMETICS&PERFUME
10F

케라스타즈 민감 두피 케어세트+파우치
ANTI DANDRUFF OILY SET

$95T1182601

1st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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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LASS VS SUNGLASS

스퀘어 틴티드 렌즈와 
아세테이트 프런트의 조화가 

눈에 띄는 제품

$286
PR 53SS COL.1AB6N2

정교하고 모던한 구조로 
상단 프론트 프로필을 만나 
패션성이 한 층 더 향상된 제품

$277
MU 04RS COL.NAI0A3

MIRROR      TINT

VS

하이 브릿지 스타일의 탑바와 
무커브 평면렌즈가 특징인 제품 

$181
HORIZON STL03

STEALER STEEL FRAME

아세테이트와 스틸을 결합한
하금테 스타일의 제품 

$189
PITCH TRACK1G

MUZIK COMBI FRAME

$520
GG0059S-003

볼드하고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상품

BOLD

가볍고 부드러운 메탈 프레임이 
빈지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

$445
BV0091SK-002

SLIM

VS

VS

1st ANNIVERSARY



착용감, 무게감, 디자인등이 
가장 우수한 톰포드 2017년 신상품

$420
FT548/52G, FT548/1A

TOM FORD 2017 NEW TOM FORD

$420
FT482/1A

하금테 스타일의 베스트 상품

2016 BEST

작고 경쾌한 프레임 컬러가
돋보이는 제품

$290
2MO-LI-LEMT-BK9

MOSCOT SMALL FRAME

개성있는 컬러가 매력적인
캣츠아이 선글라스

$386
2TL-LIVELY-384

THIERRY LASRYBIG FRAME

단 독 단 독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호불호 없는 매력적인 스타일

$225
MY GIRL

PENNY LANE ONE BRIDGE

쓰는 순간 기분이 UP! 
오늘의 패션 포인트

$225
ANGELICA

PENNY LANE TWO BRIDGE

타원 안구에 높이감이 있는 옆면 
뿔구조로 디자인에 차별화를 준 제품

$380
SF847SK 017 56

2017 NEW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368
SF751SK 001 60

2016 BEST

VS

VS

VS

VS

2017년 선글라스 트렌드는? 1. 톡톡 튀는 매력 투브릿지 선글라스 

2. 레트로 무드의 강세 원형프레임 선글라스

3. 매력적인 하금테 선글라스 

여행 떠나기 전 신세계면세점에서 핫한 선글라스를 만나보세요.



COSMETICS&PERFUME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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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팝업매장을 방문하시면 금빛 찬란한 왕후의 공간 속에서 예술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환유고 로얄뷰티 컬렉션’은 궁중에서 나라의 경사인 가례에 
귀한 예물을 담아 보냈던 예장함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으로 환유지함에 부귀, 
장수를 의미하는 황금자개나비를 새겨 넣어 고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WHOO

단 독

$600 이상 구매 시
화현 6종 사은품

증정기간  5.11 - 7.19

환유고 로얄 뷰티 컬렉션 구매 시
환유 프리미엄 키트 증정

증정기간  5.1 - 5.31

BIOTHERM
건조한 환절기 보습에 유의하세요.
BIOTHERM 팝업매장에서 
피부 고민 컨설팅을 도와 드립니다.

단 독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 단독 3종 사은품 증정

증정기간  5.1 - 5.31

ANNIVERSARY



COSMETICS &PERFUME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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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I

모든 구매고객께 
페이셜 트리트먼트
마스크팩 정품 1P 증정

단독

LA PRAIRIE

라프레리 
리파이닝 로션 구매 시
동일 상품 60ml 샘플 증정

단독

증정기간  5.18 - 재고 소진 시

(200개 한정)

FRAGRANCE 구매 시 
BODY CARE 35g 증정

FRESH

단독

GIVENCHY

$100 이상 구매 시 
핸드크림 증정

단독

메이크업 제품 
$150 이상 구매 시 
기프트 증정

(1인 1개 한정, 세트 상품 제외)

기간  5.18 - 재고 소진 시

기간  5.18 - 5.23

에스티 로더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트렌디 립 메이크오버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ESTEE LAUDER

(100개 한정)

ANNIVERSARY



$12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증정

KIEHL'S

단독

$12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및 마스카라 4g, 
트리트먼트 립글로스 4g 증정

LUNASOL

단독

MAKE UP FOR EVER

$150 이상 구매 시 
사은품 3가지 증정

단독

$75 이상 구매 시 
VICE LIPSTICK 
DLX–BIG BANG 증정

URBAN DECAY

단독

DECORTE

모든 구매고객께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 마스크 3회분 증정

단독

모든 구매고객께 
플로랄토닉 로션 30ml 
추가 증정

SISLEY

단독

BENEFIT

모든 구매고객께 
데아리얼 틴티드 프라이머
마스카라 샘플 증정

단독

SCALP 제품 3종 구매 시
3종 랜덤 샘플 증정

(랜덤)

AVEDA

단독

증정기간  5.18 하루

증정기간  5.18 하루

COSMETICS&PERFUME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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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조기 품절 가능하며, 수량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 2개와 루즈 파우더 구매 시
파우치, 손거울, CAVIAR STICK 
EYE COLOUR 1g 샘플 증정

LAURA MERCIER

$70 이상 구매 시
어드밴스드 페이스 캡슐
1주일 체험분 7알 증정

ELIZABETH ARDEN

단독단독

$50 이상 구매 시 
로즈 오리지넬 바디 로션 
75ml 증정

L`OCCITANE

단독

ORIGINS

마스크팩 7종 중 랜덤 2종 구매 시
MM TREATMENT LOTION 
30ml 증정 

단독

CLINIQUE

DRAMATICALLY DIFFERENT 
MOISTURIZING LOTION 또는 
GEL 3개 구매 시
여행용 가방 증정

단독

LAB SERIES

PRO LS HYDRATING GEL& 
CLEANSER 구매 시
파우치 증정

단독

단독

LEONOR GREYL

SHAMPOOING 
REVIVISCENCE 구매 시 
트래블 파우치 증정 

단독

ATELIER COLOGNE

100ml 향수 구매 시
7ml 향수 증정 

(향 랜덤)

COSMETICS &PERFUME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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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구매 시
일리싯 바디로션 100ml 증정 

(정품 사이즈)

JIMMY CHOO

단독

CHOSUNGAH22 (8F)

모든 구매고객께
바운스업 팩트 울트라 1호 
체험키트 3g 증정

단독

VALENTINO

$80 이상 구매 시
발렌티나 블러쉬 파우더 증정

단독

MONTBLANC

$100 이상 구매 시 
몽블랑 레전드 디스커버리(여행용)
키트 7.5ml 스프레이+ 
SHOWER GEL 
50ml 증정

단독

$50 이상 구매 시
에덴브리즈 샴푸+
컨디셔너 30ml 
세트 증정

THANN (8F)

단독

단독

GUCCI

$250 이상 구매 시
플로라 미니어처 세트 정품 증정 

($72 상당)

단독

JOHN VARVATOS

125ml 향수 2개 구매 시
STAR USA 100ml 
정품 증정

SEKKISEI (8F)

$100 이상 구매 시
설기정 에코백+ 
3종 스킨케어 샘플 증정

단독

단독

SWISS JUST (8F)

$100 이상 구매 시
가든크레스 크림 30ml 증정

(60개 한정)

COSMETICS&PERFUME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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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라이너 4+1, 
브러쉬라이너 4+1 구매 시 
클리오 킬프로텍션 아쿠아 
선스틱 증정 (1,000개 한정)

CLIO

단독

DR.JART

시카페어 크림 1개 구매 시 
더마스크 스팟젯 치크 앤 아이 리프트 
2매 or 래프라인 리프트 2매 중 증정

단독

$250 이상 구매 시
에센셜 8종 사은품+
워터풀 겔마스크 1매 추가 증정

SUM

단독

OHUI

$250 이상 구매 시 
더퍼스트 7종 사은품+미라클 모이스처 
앰플 마스크 1매 추가 증정

단독

INNISFREE

$150 이상 구매 시
쿠션 케이스+시트팩 1매 제공

단독

모든 구매고객께
2-STEP 
MASK 2매 증정

CNP

단독

THE FACE SHOP

모든 구매고객께
갈아 만든 마스크시트 2장 증정

단독

단독

AHC

$150 이상 구매 시 
트리트먼트 앰플 키트 
40ml×3개 증정

ITS SKIN

모든 구매고객께 
허니비, 제비집, 시네이크 마스크 중 
1품목 증정

단독

LEADERS

$90 이상 구매 시
메디유 탄산 톡톡 파우더 증정

단독

증정기간  5.18 - 3일간

COSMETICS &PERFUME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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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Y

$500 이상 구매 시
카드지갑 증정

MEN’S COLLECTION

$600 이상 구매 시
클러치 증정

MAX MARA

$1,500 이상 구매 시
토트백 또는 파우치 증정

MOSCHINO

$500 이상 구매 시
에코백 증정

TUMI

$500 이상 구매 시
파우치 증정

TORY BUCH

$400 이상 구매 시
노트 증정

단독

LUXURY FASHION 8F˙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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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MONT

온라인 $350 이상, 
오프라인 $300 이상 구매 시
ROSEMONT 트래블키트
4종 세트 증정

$1,000 이상 구매 시 
RADO 트래블워치 파우치 증정

SWATCH

얇고 가벼운 착용감의 
SKIN 워치 출시기념, 구매 시
SKIN 마우스 패드 증정

METROCITY JEWELRY

“힘쎈여자 도봉순”상품 구매 시
(방송 협찬 상품) 
메트로시티 여행용 네임택 증정

$2,000 이상 구매 시
RADO
자동우산 증정

RADO

$500 이상 구매 시
10만원 상당의 고급 주얼리
보관함 증정

FOLLI FOLLIE

$300 이상 구매 시
트래블 파우치 증정

단독

$100 이상 구매 시
썸머 네일컬러 1개 증정

단독

$300 이상 구매 시
미니 실리콘 지갑 증정

WATCH & JEWELRY 9F˙10F˙12F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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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이상 구매 시
테슬카드월렛 증정 

(한정수량 소진 시까지) 

KWANI

MR.MEN LITTLE MISS 백 1개 
또는 파우치 3개 구매 시 
러기지 택 증정

LESPORTSAC

선글라스 구매 시
캡모자 증정

PENNY LANE

$100 이상 구매 시
쉭앤칙 캔디솝 증정

JILLSTUART

$100 이상 구매 시
여행가방용 
잠금벨트 증정

HAZZYS

$50 이상 구매 시 
아로마티카 샴푸 샘플 50ml + 
페이셜 크림샘플 
4종 증정 

LUCKY CHOUETTE

단독

단독

레더자켓+핸드백 구매 시
PENCIL CASE 증정 (20PCS 한정)

증정기간  5.11- 소진 시까지

ALL SAINTS

단독

$140 이상 구매 시
키플링 미니토트백 증정

(SSG 단독) 

KIPLING

단독

모든 구매고객께 
TOUCH IN SOL 
뷰티 크림 증정

IPHORIA, SKINNYDIP

단독

$250 이상 구매 시
비비안 웨스트우드 
노트 증정

VIVIENNE WESTWOOD

단독

해당 브랜드 1PCS 구매 시
VAN DEL 팔찌 증정

(100PCS 한정)

VIVANT

단독

정상상품 구매 시
FILA 미러 선글라스 증정

(색상 3종 중 랜덤 증정)

S.FERRAGAMO

FASHION&ACCESSORY 8F˙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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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IM SHOPPING

$50 이상 구매 시
트레블 파우치 증정

증정기간  4.14 - 재고 소진 시까지

프렌즈 캐리어 세트 30% 할인 및
해당 상품 구매 시
러기지 택 증정

증정기간  
- 재고 소진 시까지

KAKAO FRIENDS

$70 이상 구매 시
휴대용 필케이스 증정

GNC

단독

PORORO

$30 이상 구매 시
뽀로로 솜사탕 증정

증정기간  
5.1 - 재고 소진 시까지

$170 이상 구매 시
여행용 멀티 어댑터 증정

(한정수량 소진 시 종료)

$120 이상 구매 시
여행용 필케이스 증정

$600 이상 구매 시 
홍삼정 
에브리타임로얄 
증정 (5포×4개)

$400 이상 구매 시 
봉밀절편로얄 증정 (4갑)

$800 이상 구매 시
봉밀절편로얄(8갑)+
홍삼캔디수(240g)증정

단독

MOTHERNEST

슈퍼오메가3 세트 구매 시
60정 추가 증정 

증정기간  
5.1 - 재고 소진 시까지

FOOD & CHARACTER 11F˙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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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모든 구매고객께
거치대1개+필터1개 무료 증정

FILTSON

단독

DSC-RX100III, DSC-RX100M4, 
DSC-RX100M5 구매 시
LCJ-RXF(프리미엄케이스 $80)+ 
NP-BX1(배터리 $54) 증정

SONY

단독

DSC-W810, DSC-W830 구매 시
NP-BN1(배터리 $45) 증정
(10개 한정)

단독

HDR-AS50, HDR-AS50R, 
FDR-X3000, 
FDR-X3000R, 
HDR-AS300, 
HDR-AS300R 구매 시
VCT-AMP1
(액션모노포드 $39) 증정
(10개 한정)

단독

신제품 NPB-359K 구매 시
NUC텀블러 2개 증정

단독

NUC

노트북 

NT900X5N-X58,  

NT900X3N-K38W 구매 시
트랜센드 32G OTG 증정

SAMSUNG

EVERYBOT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 구매 시
리필걸레 총 8장 증정

단독

(10개 한정)

ELECTRONICS 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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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NESSY 제품 
$800 이상 구매 시
캐리어 가방 증정

HENNESSY 
VSOP 이상 구매 시
VSOP 미니어처 50ml 
증정

HENNESSY

루이 13세 구매 시
TROLLEY BAG 
증정

REMY MARTIN

COURVOISIER

COURVOISIER 

XO GTR 70cl 

2병 구매 시
TROLLEY BAG 증정

$200 이상 구매 시
DEWARS TROLLEY 
BAG 증정

해당 주류 합산 금액 기준

$100 이상 구매 시
DEWARS 
보스턴 백 증정

GREY GOOSE, BACARDI, 
BOMBAY SAPPHIRE, 
ROYAL BRACKLA,
ABERFELDY, DEWAR'S,
BARON OTARD

해당 주류 
합산 금액 기준
$300 이상 구매 시
술잔 세트 증정

JW BLUE 이상 구매 시
BAG 증정

JOHNNIE WALKER

해당 브랜드 1병 구매 시
와인 오프너 증정

NORTON PRIVADA,
CAPANNELLE 50&50

JIUGUI(주귀주),
YANGHE(양하주), 
XIFENGJIU(시펑주),
CHUYEQING(주예칭주), 
FENJIU(펀지우),
LUZHOU LAOJIAO
(루저오라오쟈오주),
WULIANGYE(우량예주)

조어대 신 국빈주 

2병 구매 시
가방 증정

DIAO YU TAI(조어 대 국빈주)

LIQUOR 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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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기간   2017.5.11–7.19

증정대상   내국인 웨딩고객(청첨장 또는 웨딩 증빙서류 제시)

증정장소   명동점 9F 내국인 고객센터

웨딩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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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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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2는 사은품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명동점용 선불카드로 증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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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 GOLD 멤버십 발급

최대 15% 할인!

EVENT 1

$100 이상 구매 시 

미니어처 와인 SET 증정

* 사은품 소진 시 조기종료

EVENT 2

$1,000/2,0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5/10만원 증정

EVENT 3

1st ANNIVERSARY



신세계면세점 신용카드 혜택

기간   2017.5.11–7.19                     

대상   5만원 이상 결제고객

✽ 비   자 | 플래티넘 등급 이상, 내국인 限 

    아멕스 | 플래티넘 등급 이상, 내˙외국인

비자•아멕스 카드 소지고객

GOLD 멤버십 발급 (최대 15% 할인)

증정기간   2017.1.1–12.31

대상점포   명동점

가입장소   9F 내국인 고객센터

가입방법   본인명의 카드+여권 지참 후 고객센터 방문

•카드사 사정에 따라 무이자/슬림할부 내용이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기프트/체크카드는 제외됩니다.

•슬림할부 6개월 1회차, 10개월 1, 2회차, 12개월/15개월  1, 2, 3회차 할부 수수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씨티카드 / 하나카드  2-6개월

현대카드2-3개월

우리카드 / 삼성카드 / BC카드 / NH농협카드2-5개월

롯데카드5개월

슬림 할부

KB국민카드10개월

롯데카드6/10개월

신한카드

하나카드

10/12개월

10/15개월

EVENT 1

EVENT 2

1st ANNIVERSARY

* 하나카드 6개월 무이자 : 30만원 이상 결제고객에 한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면세점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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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행사는 신세계면세점 멤버십 회원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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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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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ssgdfm.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증정기간   2017.3.30–6.30

증정대상   이마트 모바일 APP 회원

대 상 점  신세계면세점 전점(명동점, 부산점, 인천공항점, 인터넷 면세점) 

수령방법   이마트 APP에서 신세계면세점 
               이벤트 페이지 확인, 혜택 수령

명동점 - 9F 내국인 고객센터

인천공항점 - 신세계면세점 안내데스크(4번 출국장 앞)

부산점 - B1 고객서비스데스크

❶ 2만원 할인 쿠폰 지급 ($100 이상 결제 시 사용가능)

❷ 신세계면세점 GOLD 멤버십 발급 (최대 15% 할인 _ 하단의 발급 장소 확인) 

❸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 적립금 지급 (명동점 1만원+부산점 1만원) 

멤버십 발급 및 문의

이마트 모바일 APP 고객께 드리는 혜택

EVENT 2

증정기간   2017.5.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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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R size 교환권 1매 증정 

선불카드, 투썸 플레이스 교환권 이벤트 

EVENT 1

1st ANNIVERSARY



인천공항점 이벤트

•본 행사는 사전 고지 없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당일 구매금액 합산에 한하여 1인 1일 1회 비연속 증정 행사입니다.      

•선불카드 행사는 당사 회원에 한하며, 내국인 여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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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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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GOLD 멤버십 발급 혜택 최대 15% 할인

❷ $5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3만원 추가증정

     $1,000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5만원 추가증정

인천공항점 웨딩 이벤트

EVENT 2

증정기간   2017.5.11-7.19

증정대상   내국인 구매고객

증정장소   신세계면세점 안내데스크(4번 출국장 앞)

최대 18만원 선불카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인천공항점 선불카드 이벤트

EVENT 1

$2,000 이상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2만원 3만원

8만원 10만원

4만원 6만원

3만원 4만원

18 만원

10만원

7 만원

5 만원

최종혜택증정대상 기본증정 우리 VISA카드 결제 시

증정기간   2017.5.11–7.19

증정대상   내국인 웨딩 구매고객(청첩장 또는 웨딩 증빙서류 제시고객)

증정장소   신세계면세점 안내데스크(4번 출국장 앞)

$1,000 이상

$500 이상

5만원

3만원

기본증정증정대상

1st ANNIVERS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