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R L A N D O

기라델리

초콜렛 구매시 15% 할인 

15% off retail chocolate purchase

v back for barcode

팀버랜드  팩토리

스케쳐스 

$1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20% off purchase of $100 or more

Offer Code: 500725

$75 이상 구매시 $10 할인 

$10 off $75 purchase 

Offer Code: DW

블루밍데일즈

15% 할인권 제공

Enjoy a 15% off all-day savings certicate

리미티드 

정상가 $75 이상 구매시, 40% 할인

40% off full-price purchase of $75 or more 

Offer Code: 299

캘빈 클라인

캘빈 클라인 아울렛에서 $150 이상 
구매시, $20 할인

Receive $20 off purchase of $150 at 
Calvin Klein Outlet Stores 

see back for barcode

마이클 코어스 

$3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단, 제한 상품 등 예외 경우 있음)

20% off purchase of $300 or more; 
exclusions apply   

see back for barcode

반 휴센

$60 이상 구매시, v 할인 

Save $10 on purchase of $60 or more at 
Van Heusen

see back for barcode

클락스

제품 구매시, 10% 할인

10% off entire purchase at Clarks stores

Offer Code: DIA16 

니먼마커스 라스
트콜

$250 이상 구매시, $25 할인 

$25 off purchase of $250 or more

나인 웨스트

푸마 아울렛 

$1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20 off purchase of $100 or more at 
Nine West   

Offer Code: 2821215 

$1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20 off entire purchase of $100 or more   

Offer Code: 67_DISCOVER

©2016 DFS Services LLC 

특별 혜텍

2016.04.23 - 2016.12.31

조건 : 타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Discover®, Diners® 

Club, BC Global, JCB, 또는 UnionPay 카드로 결제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참여 브랜드



1710 East Buena Vista Drive  
Lake Buena Vista, FL 32830 
TEL: 407.934.8855

타 할인 또는 쿠폰과 중복 불가 

기라델리 

스케쳐스 직판 매장에서 $75 이상 구매시 $10 할인.  온라인사이트 

또는 스케쳐스 일반 매장에서 유효하지 않음. 타 혜택과 중복 불가. 

고객당   

1회. 현금, 기프트카드 또는 상품 크레딧으로 환불 불가. 지정 제품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테스트 제품에 대해 적용 불가. 점원에게 세부 

내용 

확인. 유효기간: 2016.12.31 

미국 내 Timberland® Factory Store에서 $1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제공 (Reading, PA 지역 제외). 재고 있는 상품에 한하며 

이전 구매 상품에 적용 불가. 상품 구매 즉시 혜택 제공. 일부 6”

부츠 스타일 (주요 스타일 73540, 12X09, 18094, 12281, 18193. 등) 

은 할인에서 제외됨. Timberland PRO®, Timberland’s Finest 
Collection, 기프트카드. 타 쿠폰과 중복 할인 불가. 수량 제한 있을 

수 있음. 기타 제한 사항 있을 수 있음. ©2015 TBL Licensing. All 
rights reserved.

유효기간 : 2016.12.31

8001 South Orange 
Blossom Trail 
Orlando, FL 32809                                              
TEL: 407.851.0900

451 Altamonte Avenue 
Altamonte Springs  
Orlando, FL 32701 
TEL: 407.332.7362

9403 Jeff Fuqua Boulevard                                              
Orlando, FL 32837                                                     
TEL: 407.825.3208                                         

Lake Buena Vista 
15777 State Road 
535 Orlando, FL 32821-6316 
TEL: 407.238.2042

8200 Vineland Avenue
Suite #510
Orlando, FL 32821
TEL: 407.465.1900

4963 International Drive
Suite #2C-13
Orlando, FL 32819
TEL: 407.370.6630

스케쳐스 

팀버랜드  팩토리 

모든 리워드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결제금액에서 할인이 적용됨. 

세일 제품도 적용됨. 타 쿠폰과 중복 불가. 할인은 개인당 매장당 

일 1회. 기프트카드, 온라인거래, 또는 이전 거래에 대해 적용 불가. 

현금 또는 매장 크레딧으로 환불 불가. 고객은 제품 구매시 쿠폰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제한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세부 내용 확인. PVH 
임직원은 적용 불가. 유효기간: 2016.12.31

4963 International Drive, 
Suite #21B
Orlando, FL 32819                                               
TEL: 407.354.4916

8200 Vineland Avenue, 
Suite #1501
Orlando, FL 32821
TEL: 407.465.8654

5265 International Drive, 
Suite #B5
Orlando, FL 32819
TEL: 407.352.3565

15733 South Apopka 
Vineland Road
Orlando, FL 32821
TEL: 407.465.0900 

캘빈 클라인

2016.04.20 ~ 12.31 기간 동안 라스베가스/올랜도/샌프란시스코 

마이클 코어스 라이프스타일 매장에서 유효함 (아울렛 및 컬렉션 

매장 제외). 온라인사이트 구매 적용 불가. 퍼(fur), 기프트카드 구매 

또는 일부 구매액이 기부금으로 전달되는 경우(예. Watch Hunger 
스톱와치 등)는 적용  불가. 이전 구매 내역에 적용 불가. 현금으로 

환불 불가. 마이클 코어스 임직원 할인 등을 포함하여 타 혜택 또는 

할인과 중복 불가. 제품 구매시, 쿠폰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Offer Code: 1800100165

4200 Conroy Road, Suite #P273 
Orlando, FL 32839                                              
TEL: 407.226.2740

8001 South Orange 
Blossom Trail, Suite #338A 
Orlando, FL  32809                                                    
TEL: 407.852.0280

마이클 코어스 

모든 리워드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결제금액에서 할인이 적용됨. 

세일 제품도 적용됨. 타 쿠폰과 중복 불가. 할인은 개인당 매장당 

일 1회. 기프트카드, 온라인거래, 또는 이전 거래에 대해 적용 불가. 

현금 또는 매장 크레딧으로 환불 불가. 고객은 제품 구매시 쿠폰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제한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세부 내용 확인. PVH 

임직원은 적용 불가. 유효기간: 2016.12.31

8200 Vineland Avenue, #915
Orlando, FL 32821
TEL: 407.238.2525

4973 International Drive
Orlando, FL 32819                                                                     
TEL: 407.354.3226

15741 Apopka Vineland Road
Orlando, FL 32821
TEL: 407.239.3605

반 휴센 

3층에 있는 고객 센터에 본 쿠폰을 제시시, 15% 활인권 증정.

현장에서 할인권 세부 내용 및 제한 사항 확인. 

4152 Conroy Road 
Orlando, FL 32839
TEL: 407.264.2400

블루밍데일즈

리미티드 매장, 온라인사이트(thelimited.com), 리미티드 아울렛 

매장에서 정상가 제품을 $75 이상 구매시 40% 할인. 예외 사항 존재 

가능. Luxe 컬렉션, 이전 구매 내역, 할인 상품, 기프트카드 구매, 또는

리미티드 카드 결제 내역에 대해 유효하지 않음. 타 쿠폰/코드/

프로모션 또는 학생/교육자/군인/제휴처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제품 구매시 쿠폰을 제시해야 함. 매장에서 구매시, 출력된 쿠폰 

또는 핸드폰 내 쿠폰을 제시해야 함. 온라인사이트에서 구매시, 

체크아웃 단계에서 해당 쿠폰 코드를 입력해야 함. 기술적 이슈 

발생시, 온라인사이트 내 오퍼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 

3201 East Colonial Drive 
Orlando, FL 32803                                               
TEL: 407.896.3791 

8001 South Orange Blossom Trail  
Orlando, FL 32809                                                      
TEL: 407.859.9960

리미티드 

샌프란시코/라스베가스/올랜도 클락스 매장 및 아울렛 매장에서만 

유효함. Clarkusa.com 은 해당되지 않음. 재고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 물품 구매시 쿠폰을 제시해야 하며 1회만 가능. 타 혜택 또는 

쿠폰과 중복 불가.택스 또는 배송비 등에 사용 불가. 이전 구매 또는 

기프트카드 구매 적용 불가. 현금 또는 이와 같은 것에는 유효하지 

않음. C&J Clark America Inc는 사전 고지 없이 오퍼 취소 및 

수정이 가능. 

유효기간: 2016.12.31

8001 South Orange  
Blossom Trail 
Orlando, FL 32809                                              
TEL: 407.852.5650

8200 Vineland Avenue                                                                      
Orlando, FL 32821                                                                      
TEL: 407.238.7966

4965 International Drive                                 
Orlando, FL 32819                                                         
TEL: 407.903.5012

클락스

추가 할인이 적용되기 전 $25 할인이 우선 적용됨. 소매가격 대상 

할인 적용. 매장별로 적용 상품 상이. 매장 내 할인만 가능. 고객당 1

회이며 양도 불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환불 불가. 캐시백 없음. 

세일즈 택스 적용 전 총 금액이 $250 이상이어야 함. 매장 내 전체 

세일과 중복 가능하오나 타 쿠폰 또는 단일 상품 할인과 중복 불가. 

클리어런스 제품, NM 신상품, Gorski모피, 및 스페셜 이벤트 적용 

불가. 추가 예외 사항 등 세부 내용은 매점 직원 확인. 이전 구매 

내역에 유효하지 않음. 고객당 1회 적용.

유효기간: 2016.12.31

4949 International Drive                                 
Orlando, FL 32819                                              
TEL: 407.264.2988

니먼마커스 라스트콜 

타 쿠폰과 중복 적용 불가. 푸마 아울렛에서만 할인 제공. 푸마 일반 

매장 또는 PUMA.com는 할인 제공 불가.  페라리와 정가제품에는 

쿠폰 사용이 제외됩니다.

일부 매장에서만 유효. 제품 구매시 쿠폰 제시 필요. 세일 및 

프로모션 상품에 적용 가능. 고객당 1회 가능. 타 쿠폰 , 할인 카드 

또는 오퍼와 중복 불가. 이전 구매 제품 또는 기프트카드 구매 적용 

불가. 분실,도난,유효기간 만료 또는 파손시 대체 불가. 정가는 

매출가격이며 실제 세일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일부 정가는 지난 

90일동안 유효하지 않았을 수 있음. 중간 가격할인이 적용되었을 

수 있음. 현금 또는 매장 크레딧으로 환불 불가. 회사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 불가하며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오퍼를 

중단할 수 있음. 나인웨스트 그룹 임직원은    적용 불가.

Offer Code: 2821215

4977 International Drive,  
Suite #3B-05 
Orlando, FL 32819 
TEL: 407.351.9721

8200 Vineland Avenue, 
Space #725 
Orlando, FL 32821  
TEL: 407.239.6211

8001 South Orange Blossom 
Trail, #498 
Orlando, FL 32809                                              
TEL: 407.859.5455 

8200 Vineland Avenue,  
Suite #165  
Orlando, FL 32821                                                                     
TEL: 407.238.1869

15753 State Road #535                                        
Orlando, FL 32821                                                      
TEL: 407.239.7556

푸마 아울렛 

나인 웨스트

O R L A N 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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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브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