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라모아나 센터 독립기념일 주말 할인 패스
7월 3일 - 7월 6일

2020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알라모아나 센터의 독립기념일 할인 패스로 
참여 매장에서 제공하는 단독 혜택 및 할인을 누려보세요. 출력한 할인 
패스를 계산 시 제시해야 하며 기타 제한사항은 각 매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라모아나 센터 매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ABC 스토어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멀바디 100% 코나 커피 (7oz) 싱글 
백 1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멀바디 커피 기프트 세트 불포함) 

멀바디 팬케이크 믹스 (3개 팩 또는 
싱글 백) 1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3D 에어로실버 패션 마스크 1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산리오 런치 토트백 1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Bye Bye Germ 손 세정제와 물티슈 
1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무료 증정 상품은 구매 상품과 동일. 
상기 혜택은 7월 4일 단 하루, 센터 코트 
지점에서만 유효.

아가베 & 바인
몰 레벨 2층, 라나이 앳 알라모아나 센터
$5 마가리타 스페셜.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유효한 
신분증 제시 필수.

아자 스시 & 벤토
스트리트 레벨 1층, 마카이 마켓 푸드코트
갈릭 패밀리 팩 $12.99에 제공. 
 (정가 $15.99)

베어미네랄스
몰 레벨 2층, 마우카 윙

$75 이상 구매 시 $10 할인.
$100 이상 구매 시 $20 할인.
맞춤형 케이스 구매 제외.

에코 타운 셀렉트
스트리트 레벨 1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모든 정가 상품 20% 할인.
$1,000 이상 가격 상품 제외.

페이머스 풋웨어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50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하와이안 아일랜드 크리에이션즈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1개 구매 시 두 번째 상품 60% 할인.
예티, 고프로, 서프보드, 바디보드 및 
스케이트보드 제외.

HIC 서프
몰 레벨 3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1개 구매 시 두 번째 상품 60% 할인.
예티, 고프로, 서프보드, 바디보드 및 
스케이트보드 제외.

아일랜드 슬리퍼
몰 레벨 3층, 에바 윙

한 켤레 구매 시 두 번째 켤레 40% 
할인.
신발 상품에만 적용, 세일 상품 제외.

아일랜드 솔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전 상품 20% 할인.
버켄스탁 상품 제외.

지미 추
몰 레벨 2층, 에바 윙

일부 상품 40% 할인.
기타 프로모션 및 혜택과 결합 불가. 
상품권 사용 불가.

JQ 스토어 하와이
알라모아나 플라자

전 상품 20% 할인.
할인 상품 적용 불가. 갓 핸드 브랜드 
니퍼 적용 불가.

카훌라레아
몰 레벨 4층

정가 상품 1개 20% 할인.

로컬 모션
몰 레벨 3층, 에바 윙

로컬 모션 또는 하와이안 스타일 
브랜드 상품 1개 25% 할인.

루피시아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하와이 한정판 티백 세트 1개  
(6종 12입)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교환 및 환불 불가.

마우이 다이버스 주얼리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150 이상 구매 시 스털링 실버 
플루메리아 목걸이 1개 무료 증정.

미나모토 키초안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정가 상품 1개 30% 할인.
수량 한정.

포케 & 박스
스트리트 레벨 1층, 마카이 마켓 푸드코트

미디엄 또는 라지 포케박스 $1 할인.

레드 발렌티노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봄 여름 컬렉션 50% 할인
매장 내 상품에만 적용.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서 확인.

리모와
몰 레벨 2층, 에바 윙

$500 이상 구매 시 커스텀 하와이 
스티커 증정 및 케이스 외관 세척 
서비스 제공.
케이스 외관 세척 서비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해야 함.

세라스 서프 앤 쇼어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일부 상품 최대 50% 할인.

스타벅스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몰 레벨 2층, 센터 코트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홀 빈 커피, 비아(VIA) 및 베리스모 
캡슐 30% 할인.

T&C 서프 디자인즈
몰 레벨 3층, 에바 윙
T&C 브랜드의 정가 의류 1개 30% 
할인.

토리 리차드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2개 구매 시 15% 할인. 
3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할인 상품에는 적용 불가.

모든 혜택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20
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유효하며 참여 매장 
및 혜택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재고 소진 시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기타 할인 및 프로모션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상품권 구매 또는 이전 구매 
내역에 적용이 불가합니다. 최소 구매 금액은 
세금 및 봉사료 적용 전 금액에 해당합니다. 
제외 상품 및 추가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매장 및 
레스토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