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flet Coupon | 리플릿 쿠폰
리플릿 하단의 쿠폰 사용

Moblie Coupon | 모바일 쿠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모바일 사이트 접속 후 쿠폰 사용

Online Coupon | 온라인 쿠폰
웹페이지 접속 후 쿠폰을 촬영하여 사용

http://festival.gangnam.kr/B

http://gangnam.eventme.co.krH
접속-카테고리 클릭-매장 찾기-쿠폰 제시

※ �모든 쿠폰은 형태에 관계 업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모바일쿠폰 또는 종이쿠폰, 매장별 쿠폰 또는 통합쿠폰)
※ �타 쿠폰 및 중복 할인 적용 불가입니다.
※ �매장별 할인 및 혜택은 상이하므로, 상세한 혜택 정보를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핑의 즐거움과 여행의 기쁨이 함께하는 강남!      

선릉로 96길
 2호선 선릉역, 분당선 선릉역
 플리마켓(10.4.(목) 11:00) 및 할인행사 

참여  블랙랩/이화수/잇쇼우/카일라 등

압구정로데오거리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띵굴시장(10.7.(일) 11:00~17:00)

내용  수제품, 리빙제품 플리마켓 및 할인행사

신사동 가로수길
 3호선 신사역
 가로수길 그래피티(10.5.(금) 13:00~18:00)

내용  그래피티 아트, 나만의 에코백 제작 등

삼성동 맛의거리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
 10% 할인행사(※ 평일 점심 제외)

참여  남노명가/부옥당/원주추어탕/의정부부대찌개 등

Coex MICE Cluster(CMC)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

참여  �롯데면세점 / SM타운 / 스타필드 코엑스몰 �
파르나스몰 / 오크우드 호텔 / 인터컨티넨탈 호텔

강남개포시장
 분당선 개포동역
 5 ~ 20%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참여  깐부치킨/부산어묵/왕대감/포앤반 등

영동전통시장
 7호선 논현역, 9호선 신논현역
 5 ~ 30%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참여  엄마손한식부페/제일떡집/현대정육점 등

쿠폰 찾아 떠나는 강남 여행 쿠폰 받는 방법

쿠폰 사용 방법

통합쿠폰

매장방문
강남그랜드세일 
참여 매장 방문

GANGNAM

쿠폰제시
결제 시 

쿠폰 제시

할인&서비스
할인혜택 적용 �
및 서비스 이용

쿠폰사용 기간 : 9.28.(금)~10.7.(일) 

강남그랜드세일 참여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한 장으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남의 패션, 숙박, 레스토랑, 문화시설 등을 
최대 65%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겨보세요!

행사기간 2018년 9월 28일(금) ~ 10월 7일(일), 10일간
<Big Sale Market>
9월 29일(토)~9월 30일(일), 2일간

행사장소 강남구 전역

분야 쇼핑 Shopping
호텔 Hotel
건강 Medical Tour(Foreigners only)
식·음료 Food&Beverage
문화 Culture
기타 Etc.

대상 강남방문 내·외국인, 주민

쿠폰사용 모바일 쿠폰 및 리플릿 통합쿠폰(1인 1매)

행사기간 9월 28(금) ~ 10월 7(일), 10일간

2018 강남페스티벌 

10/7(일)

국제평화
마라톤

10/3(수)~5(금)

별마당
패션쇼

글로벌명장쉐프
음식축제

10/7(일)10/6(토)

영동대로 
K-POP 콘서트

QR코드 스캔 혹은 웹페이지(http://gangnam.eventme.co.kr)
접속시 더 많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그랜드세일 참여업체 TOP 30 강남그랜드세일 이벤트

BIG SALE DAY
그랜드세일 기간 중 추가 세일 이벤트!

1

다다익선 이벤트
 홍보 이벤트 참여시 영화초대권 등 경품 증정!

2

일       시 9월 29(토) ~ 9월 30일(일)

일       시 9월 21(금) ~ 10월 7일(일)

할인혜택 강남구 소재 13개 업체 최대 65% 파격세일
※세부 참여업체는 웹페이지 참조

참여방법 쿠폰사용 인증샷 남기기, 이벤트 공유

할인혜택 메가박스 코엑스 영화초대권 등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웹페이지 참조

65최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