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렉스 앤 아니
몰 레벨 3층, 에바 윙
$75 (세전 가격) 이상 구매 시 무료 비치 타월 증
정. 알렉스 앤 아니 알라모아나 센터 지점 한정.

알로하 레인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정가 제품 1개 20% 할인. 할인 제품 제외 및  
기타 프로모션과 중복 결합 불가.

아쿠아 블루
몰 레벨 3층, 에바 윙
$350 이상 구매 시 무료 사은품 증정.

벤 브리지 주얼러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하와이 컬렉션의 리사 브리지 스위트 추첨에  
응모해보세요.

벤 브리지 타임웍스
몰 레벨 2층, 에바 윙
단 하루 진행
그랜드 세이코 이벤트
8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3시 & 오후 5시-7시
일본의 그랜드 세이코 시계 제작 스튜디오에서 
온 시계 제작 마스터가 선보이는 제품과 예술적
인 실력을 경험해보세요. 고급 일식 메뉴와 다과 
또한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빅 아일랜드 캔디즈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드
알라모아나 센터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코이  
롱 박스를 만나보세요. 코이 연못은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 다채로운 코이  
잉어를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특별 한정판  
기프트 박스로 쇼트 브레드 쿠키, 브라우니와  
마카다미아 넛 토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루밍데일스
단 하루 진행
카마아이나 이벤트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상점 내 정가 제품 및 할인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 30% 할인. $100당 5,000 파워 포인트 지
급($25 상당의 리워드 카드). 뷰티 및 향수 제품 

$150 이상 구매 시 15% 할인. 뷰티 또는 향수 제
품 $150 구매 시 사은품 증정.
혜택은 2019년 7월 20일 알라모아나 센터 지점
에만 적용. 기타 프로모션, 할인 및 기프트 카드
와 중복 결합 불가. 디자이너 고급 주얼리, 전자제
품, 가젯 및 주방용품 제외. 이전 구매 내역에 적
용 불가. 특정 디자이너, 브랜드 및 리스 제품에
는 할인 혜택 및 파워 포인트 적용 제외. 전체 포
인트가 5,000일 경우 리워드 카드 증정.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서 확인. 블루밍데일스 및 계열사 
전 직원 제외.
*1인당 1개 한정.

브루그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알라모아나 센터의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모찌 도넛. 이 한정판 도넛은 홋카이도에서 소
량만 재배되는 귀한 베리류인 하스카프 열매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풍부한 영양소를 포함하
고 있습니다.

브루넬로 쿠치넬리
몰 레벨 2층, 에바 윙
상점 내 고급 다과 서비스를 즐겨보세요.

부바 검프 쉬림프
몰 레벨 4층, 호오키파 테라스
알라모아나 센터 60주년 기념 스페셜 데이트 2인 
디너 메뉴를 만나보세요. $60 상당의 디너 메뉴
로 무료 마마 검프 갈릭 브레드뿐만 아니라 원하
는 애피타이저 1개, 샐러드 2개, 메인 메뉴 2개를 
즐길 수 있으며 디저트 샘플 또한 맛보실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스토랑에서 확인.

불가리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구매 시 특별 사은품 증정.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서 확인.

클레어스
몰 레벨 3층, 에바 윙
모든 할인 제품 $2 및  
이어 피어싱 서비스 20% 할인
8월 10일 토요일
일부 품목 제외.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서 확인.

디올 앤 디올 맨즈
몰 레벨 2층, 에바 윙
8월 10일 토요일
방문 시 샴페인, 마카롱 제공.  
구매 시 디올 뷰티 사은품 증정.

딥티크
몰 레벨 2층, 에바 윙
알라모아나 향수 디스커버리 세트: 하와이의  
추억을 만들어줄 5가지 향수를 선택하고 알로하 
테마의 특별 패키지를 만들어보세요. 딥티크  
알라모아나 센터 지점 한정. $160 이상 구매  
시 무료 고급 사은품 증정.

돌체 & 가바나
몰 레벨 2층, 에바 윙
스니커즈 커스터마이즈 이벤트
8월 10일-11일, 오전 11시-오후 6시
커스터마이즈 이벤트에서 나만의 특별한 스니커
즈를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매장으로 문의.

에그스 앤 띵즈
알라모아나 플라자
$50 이상 소매 제품 또는 식음료 구매 시 무료 팬
케이크 믹스 226ml (8oz) 또는 휘핑크림 팬케이
크 샘플 무료 증정. 기타 프로모션 및 혜택과  
중복 결합 불가. 에그스 앤 띵즈  
알라모아나 플라자 지점 한정.

에스카다
몰 레벨 2층, 에바 윙
$750 이상 구매 시 사은품 증정.
1인당 사은품 1개 한정.

페이머스 풋웨어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60 구매 시 $10 할인

푸드랜드 팜스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60일간의 할인. 매일 푸드랜드 팜스에서 특별한 
당일 할인 진행. 할인 내용은 FoodlandAlaMo-
ana.com에서 확인.

고! 토이즈 & 캘린더즈
몰 레벨 3층, 에바 윙
$100 이상 구매 시 20% 할인.
기타 할인과 중복 결합 불가.

고마 테이 라멘
스트리트 레벨 1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맥주 주문 시 60센트 
애피타이저 제공.
1인당 2개 한정.

홀마크
몰 레벨  3층, 에바 윙
한정판 60주년 기념품($9.99) 구매 시  
전체 구매액의 20% 할인.

해피 와히네 부티크
몰 레벨 3층, 에바 윙
알라모아나 센터 매장에서만 아만다 크로스바디 
핸드백을 $60 (정가 $82)에 구매 가능. 가벼운 무
게를 자랑하는 이 가방은 탈부착 및 길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 끈과 함께 제공되며 신용 카드 6개, 
현금 및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는 사이즈로 미니 
클러치 또는 지갑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리 윈스톤
몰 레벨 2층, 센터 코트
구매 시 무료 샴페인 제공.

하와이안 아일랜드 크리에이션스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정가 제품 $60 이상 구매 시  
무료 HIC 티셔츠 증정. 1인당 1개 한정.  
기타 혜택과 중복 결합 불가.

헬스 코리아
몰 레벨 2층, 마우카 윙
천호 앤 케어 블루베리 100 주스 박스 1개  
구매 시 천호 앤 케어 3일 프로미스 1개 증정.
헬스 코리아 알라모아나 센터 지점 한정.

HIC 서프
몰 레벨 3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정가 제품 $60 이상 구매 시  
무료 HIC 티셔츠 증정. 1인당 1개 한정.  
기타 혜택과 중복 결합 불가.

힐로 해티
스트리트 레벨 1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정가 의류 제품 1개 25% 할인.
구매 시 혜택 적용. 혜택은 구매당 1인 1회로  
제한. 분할 구매 불가. 기타 혜택, 할인 및 프로
모션과 중복 결합 불가. 할인 제품 제외. 고급 주
얼리, 마우이 다이버스 주얼리, 기타 브랜드 및 
HiloHattie.com에서 구매한 제품 제외. 2019
년 9월 30일 종료.

호놀룰루 커피 컴퍼니
몰 레벨 3층, 에바 윙
히비스커스 아이스티, 레몬주스 및 코코넛 밀크
가 특징인 한정판 히비스커스 코코넛 밀크티.

호놀룰루 쿠키 컴퍼니
스트리트 레벨 1층, 마카이 마켓 푸드코드
$25 이상 구매 시 무료 사은품 증정.

아일랜드 브루 커피 하우스
몰 레벨 3층, 에바 윙
전 제품 및 로스티드 커피 10% 할인.

아일랜드 슬리퍼
몰 레벨 3층, 에바 윙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슬리퍼를 만나보세
요. 오아후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한정판 
상품입니다.

아일랜드 솔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60 이상 구매 시 무료 클러치 증정.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35 이상의 소매 제품 구매 시 무료  
핫/아이스 커피 또는 차 증정.

진스 웨어하우스
스트리트 레벨 1층, 에바 윙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레드 태그 제품 60%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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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가이드
특별한 혜택, 다양한 이벤트 등

60일간의 축하행사



T&C 서프 디자인스
몰 레벨 3층, 에바 윙
T&C 서프 의류 정가 제품 1개 20% 할인.
T&C 서프 콜라보 제품 제외. 기타 할인 및 혜택 
중복 결합 불가. 1인당 1개 한정.

타나카 오브 도쿄
몰 레벨 4층, 호오키파 테라스
$60 런치 스페셜 2인 식사:  
1인당 쁘띠 필레 1개 및 랍스터 꼬리 1개
$60 디너 스페셜 1인 식사:  
필레미뇽 1개 및 랍스터 꼬리 2개
기타 혜택 및 할인 중복 결합 불가.

테드 베이커 런던
몰 레벨 2층, 에바 윙
$350 이상 구매 시 60주년 기념 한정판 맞춤  
토트백 증정. 약관 및 조건 적용.

더 바디 샵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2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동일 가격 또는 그 이하 가격의 제품에 할인 
적용.

더 아이 갤러리
몰 레벨 3층, 센터 코트
선글라스 $60 할인.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선글라스 및 재고가 있
는 선글라스에만 적용.

티파니앤코
몰 레벨 2층, 센터 코트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브랜드의 상징인 
티파니 T 컬렉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This is 
Tiffany T” 설치물에서 몰입형 아트를 즐기고 사
진 촬영도 해보세요. 이 팝업 설치물은 T 글자와 
그것의 선명하면서도 건축학적인 선에서 영감을 
받은 반사 표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티파니
앤코 매장을 방문해 티파니 T 컬렉션의 다양한 
스타일링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토즈
몰 레벨 2층, 에바 윙
특별 한정판 남성 및 여성용 토트백과 참 1개.

토리 리차드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250 상당 구매 시 9월 말까지 다음 구매에 사용 
가능한 $60 상당의 토리 달러 제공.
혜택은 알라모아나 센터 지점 한정.

토리 스포츠
몰 레벨 2층, 에바 윙
$300 이상 구매 시 토리 스포츠 토트백 증정.
1인당 토트백 1개 한정.
8월 10일 애피타이저, 와인 그리고 샴페인과 함
께 고객 쇼핑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트루 프렌즈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한정판 반려동물용 그물형 벨트 및 목줄

투미
몰 레벨 2층, 에바 윙
$250 이상 구매 시 무료 사은품 증정.
패킹 시범에 참가하여 전문가가 알려주는 손쉽게 
짐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세요.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투미 알라모아
나 센터 지점 한정.

유니클로
몰 레벨 2층 & 3층, 에바 윙
특별 주간 할인도 즐기고 $100 (세전 가격) 이
상 구매 시 한정판 유니클로 하와이 에나멜 핀
도 받아 가세요.

각 혜택 내용은 쇼핑 안내사항에 별도로 명시하
지 않은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참가 매장 및 혜택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수량이 한정되
어 있는 관계로 재고 소진 시 자동 종료됩니다. 
제외 상품 및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사항은 각 매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니스
몰 레벨 3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구매 시 무료 신치 색(짐색) 증정.
일부 품목 30-50% 할인.
표시된 가격이 할인가. 일부 품목 한정.

케이트 스페이드 뉴욕
몰 레벨 2층, 에바 윙
알라모아나 센터 60주년 기념 니콜라 바이컬러 
트위스트록 스몰 숄더백 출시. 네이비와 핑크 두 
가지 색상이 섞인 스몰 숄더백은 알라모아나 센
터의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
었습니다. 한정 수량 제공. $250(세전 가격) 이상 
구매 시 무료 한정판 토트백 증정.

로나 제인 액티브 리빙
몰 레벨  3층, 에바 윙
정가 제품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루이비통
몰 레벨 2–3층, 센터 코트
8월 9일–18일
가장 좋아하는 컬러, 소재, 줄무늬 및 이니셜
로 나만의 루이비통 런어웨이 스니커즈를 만들
어보세요. 

럭키 브랜드 진스
몰 레벨  3층, 마우카 윙
$100 이상 구매 시 $25 할인.
상점 내 구매에만 적용.  
기타 혜택 및 쿠폰과 중복 결합 불가.

루피시아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60 이상 구매 시 정가 상품 차(tea) 10% 할인 
및 무료 사은품 증정. 기프트 카드 구매 또는 이
전 구매 내역에 적용 불가. 기타 쿠폰, 할인 및 프
로모션과 중복 결합 불가.

마나올라
몰 레벨 2층, 에바 윙
$300 이상 구매 시 무료 사은품 증정.

마크 & 로나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하와이 한정 남성 및 여성 폴로 제품.

마우이 다이버스 주얼리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250 이상 구매 시 무료 한정판 호누 백 참 증정.

몽블랑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구매 시 한정판 사은품 증정.

오메가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1회 구매액 $6,000 이상 시 무료 나토 (NATO) 
스트랩 1개 증정.

판도라
몰 레벨 2층, 마우카 윙
알라모아나 센터 60주년 기념 한정판 참을 만나
보세요. 골드 색상의 판도라 시그니처 크라운과 
잘 어우러진 순은 참으로 60주년을 기념합니다.

파니올로 트레이딩 컴퍼니
스트리트 레벨 1층, 센터 코트
$250-$499.99 구매 시 무료 파니올로 트레이딩 
컴퍼니 반다나 증정. $500 이상 구매 시 무료  
파니올로 트레이딩 티셔츠 증정.

파티서리 라 팜므 도르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알라모아나 센터 60주년 기념 케이크를 $6에 만
나보세요.

피에르 마르코리니
몰 레벨 3층, 에바 윙
$50 이상 구매 시 무료 쿨러 백 증정.

프리미어 바버 샵 & 메디스파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한 부위 레이저 제모 $60. 첫 시술 한정.
남성 헤어 컷 및 면도 $60

사만사 타바사
몰 레벨 2층, 다이아몬드 헤드 윙
알라모아나 센터 60주년 기념 독점 제품들을 만
나보세요. “알로하 하와이” 파인애플 자수 데님 
토트백, 매칭 파우치와 캔버스 토트백, 폼폼 장식 
라피아 백 및 나일론 백팩.
$300 이상 구매 시 나일론 미니 백 증정.

세포라
몰 레벨 2층, 에바 윙
$100 이상 구매 시 세포라 하와이 독점 토트
백 증정.
토트백은 판매 제품이 아닙니다.
7-8월 동안 상점 내 특별 행사 진행.

스케쳐스
몰 레벨 3층, 에바 윙
$60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스케쳐스 알라모아나 센터 지점 한정. 온라인 또
는 스케쳐스 매장이 아닌 타 매장 적용 불가. 기
타 혜택 및 매장 내 프로모션과 중복 결합 불가. 
현금, 구매 크레딧 또는 기프트 카드로 교환 불가. 
일부 제품에만 적용. 테스트 스타일에 적용 불가. 
추가 제한사항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서 확인. 쿠폰 코드: D2R

스와로브스키
몰 레벨 3층, 센터 코트
디자이너 사인이 담긴 한정판 레인보우 로리키트 
2개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는 추첨에 응모해보세
요. 그린 크리스털 스탠드로 오색앵무 모양의
레인보우 로리키트는 총 655개의 면으로 다양
한 각도에서 아름다운 색감을 자랑합니다. 응모
를 위한 별도 구매 조건 없음. 자세한 사항은 매
장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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