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못할 쇼핑 경험
VIP 쇼핑 초대권
파트너

더 비스터 빌리지 쇼핑 컬렉션(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은 유럽과 중국 전역 11곳의
주요 도시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위치한 세계적인 명품 아웃렛입니다.

안야 힌드마츠(Anya Hindmarch), 발리(Bally), 생 로랑(Saint Laurent), 스텔라 맥카트니
(Stella McCartney)등과 같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1,300개 이상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빌리지 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럽 내 빌리지에서는 최대 60%, 혹은 그 이상의 할인율을, 중국에서는
최대 8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완벽한 쇼핑은 물론, 럭셔리한 환대 서비스와 다양한 미식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RTS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럽의 9개 빌리지에서는 면세와 더불어 특별하고도 풍성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런던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혜택:

밀라노 피덴자 빌리지(Fidenza Village) 혜택:

∙∙ 르 빵 코티디앙(Le Pain Quotidien)에서
사용할 수 있는 5 파운드 쿠폰 제공§

∙∙ 컨시어지에서 웰컴 드링크 제공§

∙∙ 10% VIP 카드( 판매 상품가에서 적용)
*

‡

∙∙ 쇼핑 익스프레스 20% 할인 혜택

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shoppingexpress에서
프로모션 코드 ‘RTS19’ 적용¶
*

파리 라 발레 빌리지(La Vallée Village) 혜택:
∙∙ 10% VIP 카드(*판매 상품가에서 적용)‡

∙∙ 쇼핑 익스프레스 무료 혜택

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shoppingexpress 에서
프로모션 코드 ‘RTS19’ 적용¶
*

바르셀로나 라 로카 빌리지
(La Roca Village)와 마드리드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혜택:

∙∙ 10% VIP 카드( 판매 상품가에서 적용)
*

‡

∙∙ 무료 음료 쿠폰 제공§

∙∙ 쇼핑 익스프레스 50% 할인 혜택(라 로카의
경우 오전 9시, 10시 셔틀 이용 불가/ 라스
로사스의 경우 오전 11시, 오후 13시 셔틀
이용 불가)

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shoppingexpress에서
프로모션 코드 ‘RTS19’ 적용¶
*

∙∙ 10% VIP 카드(*판매 상품가에서 적용)‡

∙∙ 쇼핑 익스프레스 무료 혜택

*
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shoppingexpress 에서
프로모션 코드 ‘RTS19’ 적용¶

∙∙ VIP 라운지 입장*‡

∙∙ 핸즈프리 쇼핑 무료 제공
더블린 킬데어 빌리지(Kildare Village) 혜택:
∙∙ 10% VIP 카드(*판매 상품가에서 적용)‡

∙∙ 5유로 상당 음료 쿠폰 제공§

∙∙ 쇼핑 익스프레스 50% 할인 혜택

*
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shoppingexpress에서
프로모션 코드 ‘RTS19’ 적용¶

∙∙ 핸즈프리 쇼핑 무료 제공

벨기에 마스메켈렌 빌리지
(Maasmechelen Village) 혜택:

∙∙ 10% VIP 카드(*판매 상품가에서 적용, 6월과 7
월은 제외)‡
∙∙ 쇼핑 익스프레스 50% 할인 혜택

*
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shoppingexpress에서
프로모션 코드 ‘RTS19’ 적용¶

뮌헨 잉골슈타트 빌리지
(Ingolstadt Village)와 프랑크푸르트 베르트하임
빌리지(Wertheim Village) 혜택:
∙∙ 10% VIP 카드(*판매 상품가에서 적용)‡

∙∙ 아이스크림 쿠폰§

∙∙ 쇼핑 익스프레스 무료 혜택

*
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shoppingexpress 에서
프로모션 코드 ‘RTS19’ 적용¶

∙∙ 수화물 보관 서비스 제공§

위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2019년 8월 31일까지 본 초대권을 빌리지 내 웰컴 센터 혹은 관광 안내소에 꼭
제시하셔야 합니다.

유럽 BICESTER VILLAGE (비스터 빌리지) 런던
|
KILDARE VILLAGE (킬데어 빌리지) 더블린
|
LA VALLÉE VILLAGE (라 발레 빌리지) 파리
WERTHEIM VILLAGE (베르트하임 빌리지) 프랑크푸르트 | INGOLSTADT VILLAGE (잉골슈타트 빌리지) 뮌헨 | MAASMECHELEN VILLAGE (마스메켈렌 빌리지) 브뤼셀
FIDENZA VILLAGE (피덴자 빌리지) 밀라노 | LA ROCA VILLAGE (라 로카 빌리지) 바르셀로나 | LAS ROZAS VILLAGE (라스 로사스 빌리지) 마드리드
중국 SUZHOU VILLAGE (쑤저우 빌리지) 쑤저우 | SHANGHAI VILLAGE (상하이 빌리지) 상하이
권장 소비자가. ‡할인은 빌리지 판매 상품가에 적용됩니다. 10% VIP 카드는 프로모션 참여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본 바우처는 다른 프로모션 혜택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약관 확인을 원하시면,
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benefit-tcs에 접속해주세요. *‡VIP 라운지 입장은 도착 48시간 전에 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VIP-lounge-booking를 통해 사전 예약을 완료 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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