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팸플릿에 게재된 상품 중, 가격 표시가 있는 상품은 모두 부가세 8%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재 내용은 예고 없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포에 따라 일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플라워
les mille feuilles de liberte

화분 전 상품 10% 할인

키즈ㆍ베이비ㆍ잡화
petit main

1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키즈
coen

3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잡화
BLISS POINT

10~60% 할인

가방
LES TOILES DU SOLEIL

5,400엔 이상 구입하시면 
10% 할인

문구
Smith

30~50% 할인

키친 잡화
iittala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키즈ㆍ잡화
Ribbon hakka kids

30% 할인

키즈ㆍ베이비ㆍ기프트
fäfä

10~30% 할인

베이비 용품
KATOJI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오가닉 글로서리ㆍ오가닉 화장품

Natural House 
Aoyama Organicmart

10~30% 할인

패션 잡화
KBFBOX

20~50% 할인

가방
kissora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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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
DRAWER

3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키즈
Ron Herman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레이디스
STRASBURGO

20~4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SUNSPEL

30~50% 할인

레이디스
Whim Gazette

20~40% 할인

레이디스
ISABEL MARANT ÉTOILE

30~40% 할인

골프
BEAMS GOLF

3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Dressages Johnbull Private labo

30% 할인~

레이디스
STUNNING LURE

20~50% 할인

액세서리ㆍ패션 잡화
KU-CROISSANT novel

30~70% 할인

모자
CA4LA

3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DESIGNWORKS deuxcotes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레이디스
GALERIE VIE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맨즈ㆍ레이디스
nano・universe

20~50% 할인

레이디스
ROPÉ mademoiselle

20~50% 할인

레이디스
GALLARDAGALANTE

20~70% 할인

레이디스ㆍ생활 잡화ㆍ글로서리
PLAIN PEOPLE

30~50% 할인

레이디스
URBAN RESEARCH ROSSO

2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BEAMS HOUSE

30% 할인~

Edition
맨즈ㆍ레이디스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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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팸플릿에 게재된 상품 중, 가격 표시가 있는 상품은 모두 부가세 8%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재 내용은 예고 없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포에 따라 일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레이디스
Perle Pêche

20~50% 할인

모자
override

20~50% 할인

주얼리ㆍ액세서리
Les Anges Hawaiian Jewelry

10~50% 할인

맨즈
JUNRed

20~3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생활 잡화
Bshop

30~4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키즈
B:MING LIFE STORE by BEAMS

30~50% 할인

레이디스
mjuka

전품목 10~60% 할인

액세서리ㆍ패션 잡화
Ane Mone

30~4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키즈
UNITED ARROWS green label relaxing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레그 웨어
Tabio

3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Steven Alan

30% 할인~

레이디스
deluxee'm MAYSON GREY

20~4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BEAUTY&YOUTH UNITED ARROWS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맨즈ㆍ레이디스
SHIPS

30~50% 할인

인테리어ㆍ생활 잡화
Afternoon Tea LIVING

20~40% 할인

레이디스
mizuiro ind

30% 할인

50% 할인

ro ind

3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생활 잡화
MILKSOPdevelopment

레이디스ㆍ맨즈ㆍ키즈ㆍ잡화
Né-net Nya

30~50% 할인

란제리
SALON by PEACH JOHN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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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 웨어
un paseo

30% 할인

레이디스ㆍ맨즈ㆍ잡화
nest Robe／nest Robe CONFECT

맨즈ㆍ레이디스
FRANKLIN ＆ MARSHALL

30~50% 할인

가방
quattro・angoli

30~50% 할인

이너웨어
AMPHI PROCHE

20~50% 할인

레이디스

20~50% 할인

WHITE THE SUIT COMPANY

맨즈
印 mathematics

2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SIXTY ONE ARROW

30~4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Pal'las Palace

3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BANANA REPUBLIC

~50% 할인

레이디스ㆍ맨즈ㆍ키즈ㆍ잡화
URBAN RESEARCH DOORS

20~50% 할인

레이디스
Ropé Picnic fleur

30~50% 할인

안경
JINS

가방
+STYLE

3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키즈
Nudie Jeans

10~3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CABANE de ZUCCa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액세서리ㆍ패션 잡화
griffonner

30~50% 할인

CLEDRAN

3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LACOSTE

2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PLST

레이디스
GOUT COMMUN

20~40% 할인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TaylorMade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0~40% 할인

레이디스
LA MARINE FRANÇAISE

30~50% 할인 40~50% 할인

가방ㆍ가죽 소품

골프 용품

손목 시계
TiCTAC

10~4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1PIU1UGUA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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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
VICTORINOX

30~50% 할인

※본 팸플릿에 게재된 상품 중, 가격 표시가 있는 상품은 모두 부가세 8%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재 내용은 예고 없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포에 따라 일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스포츠
arena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맨즈ㆍ레이디스
LITHIUM

1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Purple&Yellow

30~50% 할인

헤어 살롱ㆍ네일
Hair cutting garden JACQUES MOISANT

신규 고객 한정. 
기술요금 전 메뉴 20% 할인

5,400엔 이상 구입하면 
전 상품 10% 할인

인테리어ㆍ생활 잡화
B-COMPANY

20~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키즈
BILLABONG

아웃도어
Foxfire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30% 할인~

스포츠
CANTERBURY OF NEWZEALAND

애완동물 용품
P2 DOG&CAT

20~50% 할인

향수ㆍ생활 잡화
blissala

20~50% 할인

키친 잡화
LE CREUSET

30~40% 할인

문구
Paper Mint

캘린더, 다이어리
전상품 50% 할인

30~50% 할인

오가닉
TENERITA

생활 잡화ㆍ레이디스
studio CLIP

30~50% 할인

インテリア・生活雑貨・ファッション雑貨
IDÉE SHOP 
스포츠
Saturday in the park

30% 할인 30~40% 할인

스포츠
reric

스포츠
New　Balance

어패럴 상품 
30~50% 할인

요가웨어ㆍ요가용품
suria

30% 할인

스포츠
Kappa

30~50% 할인

아웃도어
COLUMBIA BLACK LABEL STORE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0~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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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ㆍ생활 잡화ㆍ패션 잡화
IDÉE SHOP



문구
R branch 603

포스트카드 전 상품 
10% 할인

쪼리ㆍ기모노
DANAD Hishiya Calen Blosso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안경ㆍ선글라스
PARIS MIKI

10% 할인

패션 잡화
BRITISH MADE

20~50% 할인

비즈ㆍ액세서리
PARTS CLUB

완제품 액세서리3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잡화
Hula Lani Hawaii

전품목 40% 할인

South Building  6F



※본 팸플릿에 게재된 상품 중, 가격 표시가 있는 상품은 모두 부가세 8%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재 내용은 예고 없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포에 따라 일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30~50% 할인

에스닉 숍
MALAIKA MITI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CD&DVD
HMV

외화 환전
Travelex

30,000엔 이상 환전하면 환율 할인. 
※외화 환전에 한함. 
JCB 지불·캠페인 병용 불가

문구
Campo Marzio Design

30~70% 할인

주얼리ㆍ액세서리
THE KISS Anniversary

5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A|X ARMANI EXCHANGE

30% 할인

인테리어ㆍ생활 잡화
ACTUS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인테리어ㆍ생활 잡화
ZARA HOME

특별 가격

맨즈ㆍ레이디스ㆍ키즈
AVIREX

20~50% 할인

슈즈
Clarks

30~50% 할인

가방
Samsonite BLACK LABEL

3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
SENSE OF PLACE by URBAN RESEARCH

20~50% 할인

인테리어ㆍ생활 잡화ㆍ패션 잡화
KEYUCA

가구·잡화 특별 가격

가방ㆍ슈즈
art-berg do

30~70% 할인

카이로프랙틱ㆍ에스테틱ㆍ탈모ㆍ네일
BEAR HUG

바디 테라피 or 풋 테라피 
60분 이상 코스 20% 할인

맨즈ㆍ레이디스ㆍ잡화ㆍ카페
OVER THE CENTURY

20~50% 할인

자세한 내용은 점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수건ㆍ베이비ㆍ잡화
Iori

안경ㆍ선글라스
Z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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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000엔 할인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5%)
  /CalRGBProfile (Adobe RGB \0501998\051)
  /CalCMYKProfile (Japan Color 2002 Newspaper)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6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tru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false
  /PreserveFlatness fals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Preserve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None)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fals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2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40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fals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2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40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false
  /MonoImageMinResolution 3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6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tru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JPN <FEFF5225540d4fdd5b5830670050004400464f5c6210300030d530a130a430eb5bb991cf30928efd304f3059308b305f308130010049006c006c00730074007200610074006f0072306e7de896c66a5f80fd306f4fdd6301305730663044307e305b30933002>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llowImageBreaks true
      /AllowTableBreaks true
      /ExpandPage false
      /HonorBaseURL true
      /HonorRolloverEffect false
      /IgnoreHTMLPageBreaks false
      /IncludeHeaderFooter false
      /MarginOffset [
        0
        0
        0
        0
      ]
      /MetadataAuthor ()
      /MetadataKeywords ()
      /MetadataSubject ()
      /MetadataTitle ()
      /MetricPageSize [
        0
        0
      ]
      /MetricUnit /inch
      /MobileCompatible 0
      /Namespace [
        (Adobe)
        (GoLive)
        (8.0)
      ]
      /OpenZoomToHTMLFontSize false
      /PageOrientation /Portrait
      /RemoveBackground false
      /ShrinkContent true
      /TreatColorsAs /MainMonitorColors
      /UseEmbeddedProfiles false
      /UseHTMLTitleAsMetadata true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BleedOffset [
        0
        0
        0
        0
      ]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tru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arksOffset 6
      /MarksWeight 0.250000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ageMarksFile /JapaneseWithCircle
      /PreserveEditing fals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