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보유자 대상  약관  
 
 

이번  Chic Outlet Shopping 프로모션은  모든  KB국민  신용카드  보유자(이하  '고객 ')를  

대상으로  준비된  프로모션으로 , Value Retail PLC(이하  'Value Retail')에서  제공합니다 . 

본  프로모션에  적용되는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프로모션은  2019년  8월  31일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2. VIP 카드  

 

2.1 빌리지의  안내센터에서  초청장을  제시하는  고객에게는  무료  VIP 카드가  

제공됩니다 . (단 , VIP 카드  재고가  없거나  빌리지에  적용되는  '발급제한  

기간 '에  해당할  경우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VIP 카드  

소지자는  Chic Outlet Shopping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빌리지의  일부  

매장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에  정의). 

 

2.2 VIP 카드는  발급  일자에 , 그리고  해당  카드를  발급한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에서만  유효합니다 .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각  매장에서  1회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IP 카드는  해당  카드를  발급한  빌리지  내  프로모션  

참여  매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시  VIP 카드를  제시해야  빌리지  

가격  기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3 VIP 카드의  발급  여부  및  이용에는  전체  약관이  적용됩니다 . 약관은  VIP 카드 

발급  시  제공되며 , 요청  시  프로모션  참여  빌리지의  안내센터  및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4 VIP 카드는  '추가  할인 ' 기간이나  '발급  제한 ' 기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VIP 카드가  제공되지  않는  '발급  제한 ' 기간에  대한  세부정보는  관련  

빌리지의  안내센터에서  제공됩니다 .  

 

2.5 Value Retail은  언제나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빌리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 

VIP 카드  또는  기타  형태로  제공되는  할인  혜택과  관련하여  VIP 카드는  Value 

Retail과  고객  사이에  여하한  계약관계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매장이  VIP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  고객은  Value Retail에  대한  

여하한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없으며 , 그러한  클레임을  제기할  여하한 

능력을  유보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유일한  구제책은  해당  매장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2.6 Value Retail, 그리고  Value Retail과  동일한  그룹  소속의  여하한  구성원도  (1)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매장이  때때로  상품을  광고  또는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 (2) 해당  매장에서  VIP 카드로  고객이  

수령할  수  있는  상품(해당  상품의  품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여하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3. Shopping Express 

 

3.1 ChicOutletShopping.com/shoppingexpress를  통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의  Shopping Express 서비스를  구매할  때  초대장에  

제공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고객은  Shopping Express 티켓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에  

각각  적용되는  할인  폭은  아래의  7.1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 

 

3.2 본  프로모션은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에서만  

제공되며 , ChicOutletShopping.com의  Shopping Express 예약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  

 

4. 쇼핑  패키지  

 

4.1 ChicOutletShopping.com/en/experience/chic-travel/chic-travel에서  쇼핑  패키지  

예약  시스템을  통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의  

쇼핑  패키지를  구매할  때  초대장에  제공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고객은  쇼핑  패키지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5. 전용차량  서비스   

 

5.1 ChicOutletShopping.com/en/experience/chic-travel/chic-travel을  통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의  전용차량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고객은  전용차량  서비스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5.2 본  프로모션은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에서만  

제공되며 , ChicOutletShopping.com의  전용차량  서비스  예약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 

 

6. 무료  음료  바우처  

 

6.1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  안내센터에서  초대장을 

제시하는  고객에게는  무료  음료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6.2 음료  바우처는  해당  바우처를  발행한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에서  발급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음료를  받으려면  구매  시점에  음료 

http://www.chicoutletshopping.com/


바우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음료  바우처의  사용에  대한  전체  약관은  관련된  

참여  빌리지의  안내센터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을  때  제공됩니다 . Value 

Retail은  언제나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 제공되는  무료  음료  및  기타  혜택과  관련하여  음료  바우처는  Value 

Retail과  고객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음료  바우처를  받지  않는  경우  고객은  Value 

Retail에  대한  어떠한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없으며  그러한  클레임을  

제기할  모든  능력이  유보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유일한  해결책은  

해당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7. 일반사항  

 

7.1 본  프로모션은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에서만  

제공됩니다 . 상기  혜택이  제공되는  프로모션  참여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VIP 카드: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킬데어  빌리지(Kildare Village), 

잉골슈타트  빌리지(Ingolstadt Village), 베르트하임  빌리지(Wertheim 

Village), 라  발레  빌리지(La Vallée Village), 마스메켈렌  

빌리지(Maasmechelen Village),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라  

로카  빌리지(La Roca Village), 피덴자  빌리지(Fidenza Village) 

b. Shopping Express® 티켓  가격  15% 할인: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킬데어  빌리지(Kildare Village), 잉골슈타트  빌리지(Ingolstadt Village), 

베르트하임  빌리지(Wertheim Village), 라  발레  빌리지(La Vallée Village), 

마스메켈렌  빌리지(Maasmechelen Village),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라  로카  빌리지(La Roca Village), 피덴자  빌리지(Fidenza 

Village) 

c. 전용차량  서비스  가격  15% 할인 :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킬데어  빌리지(Kildare Village), 잉골슈타트  빌리지(Ingolstadt Village), 

베르트하임  빌리지(Wertheim Village), 라  발레  빌리지(La Vallée Village), 

마스메켈렌  빌리지(Maasmechelen Village),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라  로카  빌리지(La Roca Village), 피덴자  빌리지(Fidenza 

Village) 

d. 쇼핑  패키지  가격  15% 할인: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킬데어  

빌리지(Kildare Village), 잉골슈타트  빌리지(Ingolstadt Village), 

베르트하임  빌리지(Wertheim Village), 라  발레  빌리지(La Vallée Village), 

마스메켈렌  빌리지(Maasmechelen Village),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라  로카  빌리지(La Roca Village), 피덴자  빌리지(Fidenza 

Village) 



e. 무료  음료  바우처 :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킬데어  

빌리지(Kildare Village), 잉골슈타트  빌리지(Ingolstadt Village), 

베르트하임  빌리지(Wertheim Village), 라  발레  빌리지(La Vallée Village), 

마스메켈렌  빌리지(Maasmechelen Village), 라스  로사스  빌리지(Las 

Rozas Village), 라  로카  빌리지(La Roca Village), 피덴자  빌리지(Fidenza 

Village) 

 

7.2 본  프로모션에  대한  권리는  각  초대장을  수령한  당사자에게만  제공되며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초대장은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 복제 , 배포가  

불가능하며 , 원래  수령자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7.3 본  프로모션은  기타  특가  혜택 , 쿠폰 , 바우처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4 본  프로모션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7.5 Value Retail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본  프로모션을  철회  또는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7.6 Value Retail은  본  프로모션의  거절 ,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여하한  금전적  

손실 , 또는  본  프로모션에  대한  고객의  활용  실패  또는  불능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7 본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이러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며 , 

ChicOutletShopping.com/terms-and-conditions 및  

ChicOutletShopping.com/en/legal/privacy-policy에  제시된  Value Retail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약관을  수용함을  뜻합니다 . 

7.8 본  프로모션의  제공  주체는  Value Retail PLC(등록  주소지: 19 Berkeley Street, 

London, W1J 8ED, United Kingdom)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