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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af

interior design

graphic / visual 
communication

media

promotion

advertising

고객을 비롯한 모든 파트너분들께

더 큰 만족, 더 새로운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나프미디어 & 디자인은 미디어 분야를 넘나들며 그래픽 • 웹 디자인 사업과 공간/인테리어 사업까지 

다양한 미디어 사업영역에서 창의적인 컨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권위와 품격의 창출을 제안하는

 VVIP 매거진 노블리안를 통한 고품격 럭셔리 라이프 마케팅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는 종합미디어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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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af

Founded Date 2008. 08

Founder Lim Joong Hwi

Revenue $5.2 billion (2012)

Employees 63 

Website www.naaf.co.kr

Company Information

Marketing
마케팅 리서치와 경험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마케팅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나프미디어앤디자인의 탁월한 기획력과 전략,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sign
기획과 리서치가 바탕이 된 감각적인 아이디어와 표현능력은 나프미디어앤디자인의  수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나프미디어앤디자인에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최적의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Media
나프미디어앤디자인은 VVIP 대상 멤버십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전략적인 기획과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클라이언트 뿐만 아니라 나프미디어앤디자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매거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strategic & creative solution

strategic &
cre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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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an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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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hart

MAGAZINE
●

noblian
samsung life WM report

parnasmall artlogue
samsung card RAUME O

Shinsegae Style magazine

MEDIA

GRAPHIC

WEB DESIGN

●

editorial
brand identity

strategy
package design

on-line / gui

GRAPHIC DESIGN
SPACE

●

interior
exterior

exhibition
 display

INTERIOR DESIGN
PROMOTION PLANNING

●

exhibition
event planning

program direction

PROMOTION

AD BUSINESS
●

on, off-line
DID ad

outdoor advertising

ADVERTISING

introduction of  n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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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1

충무로 지사
●

SHINSEGAE
전담 디자인팀

Graphic Design
Editorial Design
Package Design 

협력사
●

SPACE DESIGN
ADVERTISING

Fair / Designer Incubating
VMD / Interior Design

VOD / Visual Production

MEDIA & DESIGN, BUSINESS  
고객의 원하는 광고 홍보 및 

모든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MEDIA & DESIGN

Noblian (VVIP 매거진)
ARTlogue (파르나스몰 커뮤니티 매거진)

WM Report (삼성생명 멤버쉽 매거진)
RAUME O (삼성카드 멤버십 매거진)

S Style (신세계 매거진)

CI / BI / Branding
Graphic / Web Design

Editorial / Package Design

신사 본사

introduction of  n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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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2

▶▶ VVIP ConsumerCLIENT Total Solution

CI / BI design
Editorial design
Package design

GRAPHIC / Web design 
Space / Interior design

-

DESIGN

MEDIA
-

Membership magazine
지면 광고 / VVIP 마케팅

DID advertisement
Outdoor advertising

introduction of  n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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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 / MALL / HOTEL / DUTY FREE SHOP

SHINSEGAE PARNAS MALL
아브뉴프랑 D-CUBE CITY 
SHILLA  SHERATON WALKERHILL

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AMWAY STONEHENGE
KYOWON L&C HANA SK CARD
JAGUAR LAND ROVER HYUNDAI CARD
I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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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SHOP

introduction of  naaf_Design

SHINSEGAE

S CHOICE BOOK
신세계 겨울 세일 패션위크 DM/쿠폰북 & 럭셔리워치 DM



1312

Instagra
m

instagra
m.com/

only_sh
insegae

SHINSEGAE

DIGITAL CHANNEL

introduction of  naaf_Design

오픈북시즌별 컨셉 DM
아카데미 카달로그 비치용 리플렛과 쿠폰 등

SPECIAL EVENTCONTEMPORARY WEEK

FASHION NEWS

MARC BY MARK JACOBS
지난 F/W 컬렉션에서 보여준 젊고 경쾌한 에너

지는 올해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의 컬렉션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녀들의 강력한 신념과 굳

은 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중. 특히 이번 시즌 소개된 마크 바이 마크 제이

콥스의 2015 F/W 컬렉션에서도 디자이너가 보

여주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화제의 아이템과 패션계 소식들

TREND VIEW

TRAVEL BY KOLONCITY, DAILY AND TRENDY  TRAVEL by KO-

LON SPORT는 도시의 일상에서도 자연의 가치

를 간직하며 트렌디하고 캐주얼한 삶을 추구하

는 Cool People을 위한 스타일을 제안하는 진

정한 시티라이프 브랜드입니다. 누구보다 자신

감있게 스타일을 표현하고 도시 한가운데서

도 자연이 주는 자유로움을 사랑하며 신선하고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퓨처리즘의 철학과 스타일, 기능성이 함께

하는 독창적인 테크닉과 유니크한 패브릭을 

바탕으로 다양한 만족을 선사하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보다 가치있고 

트렌디한 시티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산드로와 리복의 두번째 콜래보레이션 에디션이 

공개되었다. 지난 S/S시즌 프랑스 패션 브랜드 

산드로와 리복의 첫 번째 협업으로 탄생한 퓨리 

스니커즈는 전 세계 완판 신화를 이룰만큼 세계

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올 하반기 론칭 한 산드로

×리복의 새로운 스니커즈는 한정된 수량만 

생산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인 캡슐 라인으로 전

개된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조화롭게 어우

러져있으며 산드로가 가진 현대적인 감성과 

리복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중점을 맞춘 상호보

완적인 스타일로 완성되었다. 스니커즈는 총 세

가지 스타일로 구성된다. 블랙과 화이트, 메탈

릭한 골드를 메인 컬러로 사용했으며 리복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클래식 레더

와 세련된 디테일이 돋보이는 클럽 C라인으로 

구성된다.

퍼블릭 스쿨의 디자이너인 다오이 초와 맥스

웰 오스본을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했다. 뉴욕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로 

꼽히는 이들의 컬렉션은 2016 S/S 시즌부터 

전개된다.

BARBOUR
브랜드 창립이래 최초로 런던 패션 위크에 참

석한 바버가 지난 1월, 스위스 처치에서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열였다. 브라운과 그레이, 네

이비 등 고급스러운 컬러로 물든 바버의 2015 

F/W 컬렉션을 만날 수 있었으며 브랜드를 상징

하는 뷰포트와 비데일을 포함한 다양한 프린트 

셔츠와 니트 웨어로 내부를 꾸며 첨석한 이들에

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S/S시즌 

부터 바버와 함께 콜래보레이션을 진행한 일본 

패션 브랜드 화이트 마운티어링과의 협업 컬렉

션을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집중시켰다. 

DECO
신세계 백화점과 데코가 공동 작업한 캡슐 컬렉

션을 선보인다. '퓨어 데코 (pure DECO)' 라 

불리는 이번 캡슐 컬렉션은 데코의 기존 클래식 

라인과는 또 다른 새로운 콘셉트로 기획되었으며, 

오피스룩과 데일리룩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다. 퓨어 데코는 다가오는 10월 29일

까지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직접 만날 수 

있으며 또한 퓨어 데코와 북유럽 인테리어 브랜드 

에이후스(a.hus)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팝업 스토어도 기획 중이다. 

DVF
이번 시즌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방은 시크릿 

에이전트 백(SECRET AGENT BAG)이다. 포토

그래퍼 피터 린드버그와 모델 카릴 크로스가 

함께 광고 캠페인 작업을 진행했다.

ZADIG & VOLTAIRE2014 F/W 컬렉션의 광고 캠페인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탑 모델 사샤 피보바로바다. 프라다와 루이뷔통, 

마크 제이콥스 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뮤즈이자 모델로 활동해 온 사샤는 이번 시즌 브랜드가 

추구하는 글램 락과 그런지 페미니즘을 잘 표현했다는 후문이다. 옴므 컬렉션의 광고 캠페인의 모델

로는 샬롯 갱스부르의 남편이자 프랑스의 배우 겸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이반 아탈이 발탁되었다.

SANDRO

DKNY

컨템포러리 디저트를 드립니다
증정대상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 참여 고객

증정기간 10.16(금)-10.17(토)
증정장소 9층 사은행사장참여방법   1.우편물 동봉 혹은 점내 비치된 포토 프레임을 지참 후 4층에 방문

 
2. 휴대폰 화면에 포토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존이 함께 담기도록 촬영

 
3. 신세계 해시태그(#신세계 컨템포러리)와 함께 자신이 촬영한 

 
     디스플레이 존의 의상 브랜드명(ex; #바네사브루노), 

 
     받고 싶은 디저트 브랜드(ex: #라뒤레)를 태그, 

                        인스타그램 업로딩
증정기준 1인당 1회 참여 한정(디저트별 일 100개 한)    

•자세한 내용은 점내 고지물을 참조하세요  

라뒤레

맥스브래너

증정대상 당일 신세계 씨티카드ㆍ 신세계 삼성카드ㆍ신세계 SC카드ㆍ

 
신세계 포인트 카드로 해당장르에서 15만원 이상 구매고객

증정기간 10.16(금)-10.18(일)
증정장소 9층 사은행사장(일 220개 한)

제외장르 식품(지하1층, 파미에스트리트 일부매장), 생활(9층)

•사  이  즈 가로 31.5cm X 세로 21.5cm 

•증정기준 다른 사은행사와 중복증정 불가합니다. 

 
당일 구매영수증에 한하며, 한 장의 영수증을 분할하여 증정하지 않습니다.

•사은행사 증정 제외 대상(공통)
    해외 유명브랜드(루이뷔통/샤넬/불가리/에르메스/까르띠에/티파니/디올), 양곡코너, 폴바셋, 

    반디앤루니스, 상품권숍, 패이야드, 카페파이브, 베키아에누보, B&O, 스타벅스, 전문식당가 및 일부 임대매장)

•자세한 내용은 점내 고지물을 참조하세요.

쟈딕액볼테르 클러치백을 드립니다

증정대상 당일 신세계 씨티카드ㆍ 신세계 삼성카드ㆍ신세계 SC카드ㆍ  

 
신세계 포인트 카드로 해당장르에서 해당 금액 이상 구매고객 

 
(본 우편물 수령고객 카드 센싱 후 증정)

증정기간 10.16(금)-10.18(일)
증정장소 9층 사은행사장  제외장르 식품(지하1층, 파미에스트리트 일부매장), 생활(9층)

•증정기준 다른 사은행사와 중복증정 불가합니다. 

 
당일 구매영수증에 한하며, 한 장의 영수증을 분할하여 증정하지 않습니다.

구매고객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패션장르 합산]30/60/100만원 이상 구매시

신세계상품권 1만5천/3만/5만원 증정

배경에 깔릴 예시 매장 사진 주세요

강남점 수정에서 행사 위치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품권/클러치 사은행사 증정제외 공통으로

묶어서 넣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SPECIAL EVENT

당일 신세계 씨티카드ㆍ 신세계 삼성카드ㆍ신세계 SC카드ㆍ 

신세계 포인트 카드로 해당장르에서 해당 금액 이상 구매고객 

(본 우편물 수령고객 카드 센싱 후 증정)
10.16(금)-10.18(일)

식품(지하1층, 파미에스트리트 일부매장), 생활(9층)

다른 사은행사와 중복증정 불가합니다. 

당일 구매영수증에 한하며, 한 장의 영수증을 분할하여 증정하지 않습니다.

구매고객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패[패션션장르 합산]
장르 합산]30/60/100만원 이상 구매시

신세계상품권 1만5천/3만/5만원 증정

06 07

1.2FB1
지라드 페리고 

1791년에 창립되어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기계식 빈티지 시계를 

선사합니다.

PREMIUM 
WATCH  

위블로 

전통과 혁신을 넘나드는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로, 

‘아트 오브 퓨전’을 모토로 다양한 소재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통해 독창적인 워치를 

제안합니다.

지라드 페리고 이미지사진 위블로 이미지사진

본관 B1 BRAND LIST 본관 1F BRAND LIST 본관 2F BRAND LIST

N O W  O P E N

ROLEX
CARTIER
OMEGA 
 IWC

VACHERON CONSTANTIN
JAEGER-LE COULTRE
PANERAI
A.LANGE & SOHNE

GIRARD-PERREGAUX
HUBLOT 
PARMIGIANI
CHRONO SWISS

TAG HEUER
BREITLING
BAUME & MERCIER
ZENITH 

LONGINES
FREDERIQUE CONSTANT
MONT BLANC

LUXURY 
BOUTIQUE

BOTTEGA VENETA
CHANEL
CHROME HEARTS
COLLECT

HANDBAG COLLECTION
HERMES
LOUIS VUITTON
MINETANI

SO'SALT
SUEL
VAN CLEEF & ARPELS

GIORGIO ARMANI
MR. & MRS. ITALY
PIERRE HARDY
SAINT LAURENT PARIS

SHINSEGAE SHOE COLLECTION
VALENTINO

N O W  O P E N

조르지오아르마니 이미지사진

반클리프 아펠 이미지사진

핸드백 컬렉션 매장 이미지사진

본관
3대 럭셔리 패션 하우스인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프레스티지 브랜드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본관

최초의 이름으로 최고의 명성으로 독보적인 헤리티지를 가진 브랜드들.

본관에 새로운 우아함을 더해줄 워치를 소개합니다.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퓨처리즘의 철학과 스타일, 기능성이 함께

하는 독창적인 테크닉과 유니크한 패브릭을 

바탕으로 다양한 만족을 선사하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보다 가치있고 

트렌디한 시티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생산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인 캡슐 라인으로 전

개된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조화롭게 어우

러져있으며 산드로가 가진 현대적인 감성과

리복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중점을 맞춘 상호보

ZA
2014 F/W 컬렉션의 광고 캠페인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탑 모델 사샤 피보바로바다. 프라다와 루이뷔통, 

마크 제이콥스 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뮤즈이자 모델로 활동해 온 사샤는 이번 시즌 브랜드가 

추구하는 글램 락과 그런지 페미니즘을 잘 표현했다는 후문이다. 옴므 컬렉션의 광고 캠페인의 모델

로는 샬롯 갱스부르의 남편이자 프랑스의 배우 겸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이반 아탈이 발탁되었다.

Shopping 
News!

 참여 브랜드

 분더샵(여성 / 남성)

분더샵 & 컴퍼니(여성 / 남성)

분더샵 클래식

분 주니어

페이 

트리니티 

블루핏 

핸드백 컬렉션 

슈 컬렉션 

3.1 필립 림 

요지 야마모토 

피에르 아르디 

로베르 끌레제리

-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 -
1. 30(금) ~ 2. 1(일) 신관 10층 문화홀

SHINSEGAE ONLINE CHANNELSHINSEGAE ONLINE CHANNEL

facebook.com/shinsegae.dep

youtube.com/user/shinsegaedep 

http://goto.kakao.com/go/v/@신세계백화점(PC)

http://goto.kakao.com/go/v/@신세계백화점(모바일)

instagram.com/only_shinsegae 

        shinsegaeblog.com

 SHINSEGAE NETWORK
디지털 월드로 접속하는 5가지 신세계 온라인 채널

Moment of Only

명품은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명품은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멋을 아는 사람들은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의 스토리를 봅니다. 그러나 멋을 아는 사람들은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의 스토리를 봅니다. 

2015년 새해, 신세계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고객과 함께하는 ‘Moment of Only’ 2015년 새해, 신세계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고객과 함께하는 ‘Moment of Only’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품에 담긴 스토리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품에 담긴 스토리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뉴 럭셔리’의 기준을 제시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간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뉴 럭셔리’의 기준을 제시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간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참신한 감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세계가 드리는 유일함 참신한 감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세계가 드리는 유일함 

‘Only Shinsegae’의 가치를 담을 것입니다. ‘Only Shinsegae’의 가치를 담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멋과 여유를 더해줄 새로운 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멋과 여유를 더해줄 새로운 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신세계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신세계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소식도 만나고, 특별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소식도 만나고, 특별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DIGITAL CHANNEL

페이 

트리니티 

블루핏 

핸드백 컬렉션 

슈 컬렉션 

3.1 필립 림 

요지 야마모토 

SHINSEGAE ONLINE CHANNELSHINSEGAE ONLINE CHANNELSHINSEGAE ONLINE CHANNELSHINSEGAE ONLINE CHANNELSHINSEGAE ONLINE CHANNEL

요지 야마모토(본관 3층)

▶여자를 매력적으로 변신시키는 실력자들 
슈 컬렉션

(본관 2층)

▼ Timeless French Chic의 대명사 
로베르 끌레제리(본관 2층)

▶프리미엄 데님 & 컨템포러리 캐주얼 셀렉트 숍블루핏(신관 4층)

▼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총집합 핸드백 컬렉션(본관 1층)

▲ 지금 4N5에 가야 하는 이유 컨템포러리 핸드백 컬렉션(신관 4층)

▼ 건축적 디자인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피에르 아르디(본관 2층)

shinsegae's choice,Trend   S

▲ 오직 신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럭셔리 클래식 트리니티(본관 3층)

▲ 트렌드를 선도하는 분더샵(여성 : 본관 4층 / 남성 : 신관 6층)
분더샵 클래식(신관 6층)

▲ 프리미엄      컨템포러리 멀티숍 분더샵 & 컴퍼니(본관 5층)

▶영국 왕실과 국민이사랑하는 식료품 브랜드 웨이트로즈(신관 지하 1충)

◀ 은식기부터 침구까지,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
피숀(신관 9층)

◀ 150년 동안 사랑받아온 영국 대표 백화점
존 루이스(신관 9층)

미스터&미세스 이태리(본관 2층)

제이멘델(본관 2층)

페이
(신관 6층)

볼리올리(신관 6층)

(본관 2층)

NEW LUXURYCOLLECTION

3.1 필립 림(본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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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VE
GLOBAL  LIFE

 이미지사진

이미지사진

이미지사진

D U T Y  F R E E  S H O P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문을 엽니다. 

본점 신관의 5개층에 4천4백평 규모로 들어서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늘 새로운 콘텐츠로 

유통업계에 이슈를 만들어온 신세계만의 개성있는 콘셉트가 더해져 

쇼핑에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남대문시장과 인접해있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쇼핑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도 기대됩니다. 

국내 최초의 백화점에 어울리는 면세점으로 

또 한 번의 새로움을 선사할 

신세계면세점을 기대해주십시오. 8층 럭셔리 부티크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유명 패션 하우스의 

프레스티지 럭셔리 브랜드 셀렉션

9층 시계 & 주얼리 / 잡화 / 남성패션

하이주얼리·컴플리케이션 시계,

남성을 위한 백·슈즈 등의 토털 잡화 매장

10층 화장품 & 향수 / 코스튬 주얼리

K뷰티를 이끄는 국내 코스메틱 브랜드,

글로벌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뷰티 가전, 향수 부티크 등 코스메틱 전문매장

11층 가전 / 캐릭터 / 식품

가전과 토이 숍·유아용품·식품 등

신세계만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가 집중된 

매력적인 공간

12층 기프트 / 술 & 담배 / 고객서비스

행운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기프트숍, 한국 전통 

수공예품 매장, Liquor & Tobacco 코너 등 

이색적인 문화 쇼핑 공간

가장 세계적인 가장 한국적인 
면세점이 시작됩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백화점을 둘러보듯 여유롭게 이동하며 

쇼핑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적인 감성과 

문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SHINSEGAE
DUTY FREE SHOP

8-12F신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럭셔리 부티크와 K뷰티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한정판 상품, 수준 높은 전통공예품도 선보입니다. 

Moment of Only

명품은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명품은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명품은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멋을 아는 사람들은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의 스토리를 봅니다. 그러나 멋을 아는 사람들은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의 스토리를 봅니다. 그러나 멋을 아는 사람들은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의 스토리를 봅니다. 

2015년 새해, 신세계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고객과 함께하는 ‘Moment of Only’ 2015년 새해, 신세계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고객과 함께하는 ‘Moment of Only’ 2015년 새해, 신세계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고객과 함께하는 ‘Moment of Only’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품에 담긴 스토리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품에 담긴 스토리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품에 담긴 스토리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뉴 럭셔리’의 기준을 제시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간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뉴 럭셔리’의 기준을 제시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간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뉴 럭셔리’의 기준을 제시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간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참신한 감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세계가 드리는 유일함 참신한 감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세계가 드리는 유일함 참신한 감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세계가 드리는 유일함 

‘Only Shinsegae’의 가치를 담을 것입니다. ‘Only Shinsegae’의 가치를 담을 것입니다. ‘Only Shinsegae’의 가치를 담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멋과 여유를 더해줄 새로운 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멋과 여유를 더해줄 새로운 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멋과 여유를 더해줄 새로운 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신세계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신세계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신세계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소식도 만나고, 특별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소식도 만나고, 특별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소식도 만나고, 특별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여자를 매력적으로 변신시키는 실력자들 
슈 컬렉션

(본관 2층)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총집합핸드백 컬렉션(본관 1층)

Issue No.1

본  점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기계식 빈티지 시계를 

선사합니다.

위블로

전통과 혁신을 넘나드는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로, 

‘아트 오브 퓨전’을 모토로 다양한 소재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통해 독창적인 워치를 

제안합니다.

년에 창립되어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ATTRACTIVE
GLOBAL  LIFE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문을 엽니다. 

본점 신관의 5개층에 4천4백평 규모로 들어서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늘 새로운 콘텐츠로 

유통업계에 이슈를 만들어온 신세계만의 개성있는 콘셉트가 더해져 

쇼핑에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남대문시장과 인접해있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쇼핑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도 기대됩니다. 

국내 최초의 백화점에 어울리는 면세점으로 

또 한 번의 새로움을 선사할 

신세계면세점을 기대해주십시오. 

무광실버(AL MATT)투명 레인보우 박(KRUZ Laser TS)
4도인쇄

B

▼Timeless French Chic의 대명사 
로베르 끌레제리(본관 2층)

▶프리미엄 데님 & 컨템포러리 캐주얼 셀렉트 숍블루핏(신관 4층)

▲ 지금 4N5에 가야 하는 이유컨템포러리 핸드백 컬렉션(신관 4층)

▼ 건축적 디자인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피에르 아르디(본관 2층)

shinsegae's choice,Trend
shinsegae's choice,Trend
shinsegae's choice,

▲ 오직 신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럭셔리 클래식 트리니티(본관 3층)

신 세 계  패 션 캠 페 인 ㅣ 강 남 점  3.13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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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SEGAE
FOOD MARKET

신선한 식재료는 물론, 전통 식품부터 글로벌 프리미엄 디저트, 

유명 맛집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푸드 데스티네이션’컨셉의

신세계 푸드마켓을 위해 작업

introduction of  naaf_Design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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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NAS MALL
키비주얼 포스터, 매거진, 브로슈어

팩키지, 포스터 등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SHOP

 /

A N N I V E R S A R Y  P A R N A S M A L L

10.30 - 11.22
파르나스몰 1주년 고객 사은 페스티벌

파르나스몰 1주년 기념 쿠폰북

SPECIAL OFFER

BRAND SALE

10 .30~11 .22

10 .30~11 .22

10 .30~11 .22

SPECIAL PRICE

1 s t  a n n i v e r s a r y  P A R N A S M A L L 1 s t  a n n i v e r s a r y  P A R N A S M A L L

멜비타 오가닉 골드오일 듀오 세트 25% 할인

(58,000원/100ml×2개=116,000 → 87,000원)

Parsons.w 남성정장 입고 기념 프로모션

3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5,000원 할인

·해당 상품 구매시 할인 적용(금, 토, 일 한정)

2015 F/W 코트 40% 할인 (일부품목)

에어디자인 + 리필set 구매시 혹은

차량용 방향제 + 리필set 구매시 20%

까사 로즈블릿 이미지컷

20~40% 세일

100만원 이상 구매시 명함지갑 또는 카드지갑 증정

•단, 15 F/W 및 DIY 제품, 파인주얼리 제외

30% 세일

브랜드 시즌오프  •일부품목 제외

20% 세일

브랜드데이  •일부품목 제외

파르나스몰 1주년 기념 음료 출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라떼 3종
•바닐라라떼 5,100원

   그린티라떼/허니콘라떼 5,300원

•쿠폰 소지고객에 한함

•파르나스몰점에서만 사용 가능

비비큐치킨샌드위치 구매시

오늘의 커피 1잔(12oz) 무료 증정

17,300 → 특가 13,000원

레드벨벳컵케익+초콜렛컵케익
+ 오늘의 커피 1잔(12oz)

12,700 → 특가 10,000원

•쿠폰 소지고객에 한함

•파르나스몰점에서만 사용 가능이미지컷

이미지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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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뉴프랑 
광교/판교

키비주얼 포스터, DM 등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SHOP

  2016 SPRING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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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UMMER DM 2016 FALL DM

• 프로그램 및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름날의 색다른 아브뉴프랑의 축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나이트 마켓에서 여름을 즐겨 보세요.
캐릭터 솜사탕, 타투,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추억, 아브뉴프랑 나이트마켓 오픈

AVENUE FRANCENIGHTMARKET

MAIN EVENT

판교 아브뉴프랑

광교 아브뉴프랑

7월
7.29(금)~7.31(일)

7.22(금)~7.24(일)

8월
8.12(금)~8.14(일)

8.5(금)~8.7(일)

• 운영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1시 

아브뉴프랑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이 여름 무더위를 아브뉴프랑과 함께 날려보세요.

O h  S U M M E R  :  E V E N T O h  S U M M E R  :  E V E N T

아브뉴프랑 양심 우산 서비스

RAINY DAY,
HAPPY SMILE

TEACHER’S STORY 
FOR CHILDREN 

아브뉴프랑 갤러리 기획전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 

•어른들에게는 같이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로 머리와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시간

소통과 상생 / 자연 / 새로움에 대한 생각과 

표현을 만나보세요!

장소 아브뉴프랑 갤러리 (2F)

기획 아브뉴프랑 판교 / 그림 그리는 사람들 가우디

좋아요를 누르고 
아브뉴프랑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URL www.facebook.com/avenuefrance.kr

소나기가 잦은 여름날, 갑자기 비가 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양심 우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 아브뉴프랑 스트리트 

• 아브뉴프랑 고객 여러분들을 위한 양심 우산입니다.

    더 많은 고객분들을 위해 편안하게 쓰시고 돌려주세요.

아브뉴프랑

아브뉴프랑판교
@아브뉴프랑판교

아브뉴프랑 스트리트쇼핑몰

아브뉴프랑
@아브뉴프랑스트리트쇼핑몰
Bonjour! Avenue France

아브뉴프랑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Yellow ID @아브뉴프랑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브뉴프랑 스트리트쇼핑몰을 검색하세요

Yellow IDellow IDYellow IDY @아브뉴프랑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브뉴프랑

AVENUE FRANCE
FACEBOOK
아브뉴프랑 페이스북

O h  S U M M E R  :  E V E N T

TEACHER’S STORY
FOR CR CR HILDRENHILDREN

아브뉴프랑 갤러리 기획전아브뉴프랑 갤러리 기획전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 

•어른들에게는 같이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로 머리와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시간

소통과 상생 / 자연 / 새로움에 대한 생각과 

표현을 만나보세요!

장소 아브뉴프랑 갤러리 (2F)

기획 아브뉴프랑 판교 / 그림 그리는 사람들 가우디

좋아요를 누르고 
아브뉴프랑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URL

O h  S U M M E R  :  S U M M E R  S A L E O h  S U M M E R  :  S U M M E R  S A L E

SEASON OFF 
7.29~8.21

슈즈 전제품 최대 ~80%
운동화 구매고객 양말 1족 증정

(7.29~8.7, 일 20명 한정)

30~50% SALE 
7.29~8.15, 일부품목

린넨 블라우스 

66,000 → 33,000원 

쁘띠볼리드 bag 

79,000 → 49,000원 

• 7.29~재고소진시 

• 덧신 증정(5만원 이상 구매고객)

한정상품 30% 할인
7.29~8.15

F A S H I O N

오마이솔                   1F 제이헬렌                    1F

한정상품 30% 할인
7.29~8.15

로프트               1F  

~80% SALE
~7.31, 일부품목, 조기종료 가능

메이즈메이                 1F

30~50% SALE
7.29~8.15, 일부품목

코텔락                     2F  로프트플러스                  2F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름날의 색다른 아브뉴프랑의 축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먹거리가

캐릭터 솜사탕, 타투,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추억, 아브뉴프랑 나이트마켓 오픈

AVENUE FRANCENIGHTMARKET

MAIN EVENT

운영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1시 

운영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1시 

운영시간

아브뉴프랑 판교

N E W S L E T T E R  &  C O U P O N B O O K

JULY 2016 VOL. 2

N E W S L E T T E R  &  C O U P O N B O O K

국내 최초 프리미엄 다이닝 스트리트 몰!
아브뉴프랑

아브뉴프랑의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원하신다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

아브뉴프랑 판교 아브뉴프랑 광교

WWW.AVENUEFRANCE.CO.KR

광교중앙(아주대)역 3번출구 맞은편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 개통으로 오시는 길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Yellow ID @아브뉴프랑 www.facebook.com/avenuefrance.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77번길 25 

판교역 1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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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커피빈 간판 위 마카롱 시트 

사이즈 : 12,550*1,360(mm)

사양 : 포맥스

수량 : 각 1EA

3. APPLICATION

아브뉴프랑
2016 봄/여름/가을 비주얼 연출

introduction of  naaf_Design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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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라온존 서측면

사이즈 : 6,000*6,000(mm)

사양 : 현수막

수량 : 1EA

3. APPLICATION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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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UBE CITY 
MAIN GRAHIC•인쇄디자인 총괄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SHOP

D-Cube City
서울의 문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디큐브 시티

대성이 걸어온 길

에너지기업에서 디큐브시티까지

1947년 대구에서 직원 5명에 50평 규모의 작은 연탄공장으로 출발한 대성산업은 오
늘날 석유가스,해외자원개발, 열병합발전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최
고의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산업가스, 건설, 백화점, 호텔, 뮤지컬 전용 
극장 등 업종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습니다. 

대성산업의 창업주는 첫 직장으로 근무했던 삼국석탄의 경험을 살려 연탄판매회사 
대성산업공사’를 창업했습니다. 연탄 찍는 수동 기계 10대로 시작하여 한국 연탄업계
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이후 연료 장사가 아닌 에너지 산업 기업으로 변화해야 한
다는 가치 아래 석유가스업에 도전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리
비아 유전, 카타르 가스전, 베트남 가스전이 성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였
습니다. 또한 오산시 열병합 발전소를 인수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에 진출하여 에
너지 전문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세계적인 초저온공학의 
선구자인 프랑스의 Air Liquide와 합작으로 ‘대성산업가스’를 설립하여 사업 다각화를 
꾀하였으며 1995년 숙원 사업이었던 건설 사업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대성은‘신용, 봉사, 자립, 진취’를 모토로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
하며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대성은 새로운 세기는 서비스 산업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하며, 드디어 2011년 8월에 서울 신도림에 복합도시 ‘디큐브시티’를 탄
생시켰습니다.

연탄 석유가스

산업가스해외자원개발

건설&엔지니어링 열병합발전 백화점, 호텔,

뮤지컬전용극장

Delightful
Life

숲 속 쇼핑   디큐브백화점

Romantic D-Cube City
한가롭게, 아름답게   디큐브시티의 슬로라이프

디큐브시티에서 즐기는 지중해식 슬로라이프

유럽 제일의 휴양지이자 수많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열정이 있는 
지중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이디어와 감성을 태어나게 
하는 마술을 부립니다. 빛나는 햇살과 쪽빛 바다, 여유로운 문화
가 선사하는 에너지! 그 찬란한 매력을 디큐브시티에서 만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수한 지중해 대리석으로 은은하게 마감한 디큐
브시티의 외관은 밝고 평화로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영화 ‘로마
의 휴일’ 속 트리니티 데이 몬티 광장이나 시에나의 골목길처럼 
고풍스러움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로마, 피렌체, 토스카나 등의 이탈리아 도시에서 쉽게 만날 수 있
는 발코니와 테라스의 로맨틱한 분위기가 디큐브시티 곳곳에 가
득합니다. 녹색 정원으로 채워진 발코니가 층층이 쌓인 풍경, 어
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
다. 또한 건물 외부의 에스컬레이터가 7층까지 연결되어 있어 마
치 로마의 어느 언덕길을 오르는 듯한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중해의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이동하는 즐거움, 디큐브시티에
서만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재미입니다.

지중해가 여전히 소설과 영화의 배경지로 사랑 받는 것처럼, 디
큐브시티 어느 곳이든 당신을 위한 최고의 배경이자 아름다운 포
토존이 되어 드립니다. 역사 깊은 문화와 아름다운 휴양지로서의 
지중해를 닮은 곳, 디큐브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름다
운 여유입니다.

쇼핑 시간이 길어져도 편안한 설계

디큐브백화점 안에는 맑은 물과 햇살과 바람이 가득합니다. 국내 
최고 길이의 실내 폭포와 곳곳에서 쉬고 싶은 고객을 기다리는 작
은 바다들. 앞 뒤가 유리로 되어 탁 트인 전망, 해와 달이 뜨고 지는 
하늘 천장, 그리고 물길처럼 구불구불 흘러가는 메인 로드를 걸으
며 쇼핑이 아닌 지중해 산책을 즐깁니다.

실내 쇼핑공간과 실외 녹지공간이 연결되어 쾌적하며, 바둑판 식 
매장 배치를 벗어나 원형빌딩의  특징을 살린 유연한 구성으로 매

장 간의 동선이 짧습니다. 백화점의 메인 로드는 물길이 흐르듯 곡
선으로 설계되었고 정·후면이 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탁 트인 전
망을 선사합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을 지향하는 디
큐브시티의 건축 철학이 돋보입니다. 
또한 여러 층에 걸쳐 계단을 이루며 쏟아지는 실내폭포와 곳곳에 
배치된 연못과 호수는 계곡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
니다. 빛과 구름이 가득한 하늘 천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실제의 하늘을 보는 듯 상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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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SHOP

D-CUBE CITY 
키비주얼 / 인쇄디자인 총괄

BF

구두 수선실
Shoes Repair Shop

지하철연결
Subway

Food &  Life Street

2

화장실 
Restroom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엘리베이터 
Elevator

물품보관함 
Locker

한식저잣거리
Korean Food Street

해가온
(유기농)
Hegaon

(Organic) 아리따움
Aritaum

후레쉬에비뉴
(수퍼마켓)

Fresh Avenue
(Supermarket)

올리브영
Olive Young

프랑프랑
Francfranc

플로체
화원/포장

floce
(Flower & Gift-wrap)

아이데스크(안경원)
Eye Desk(Optical)

폰 프라자
Phone Plaza

무인우편기 Automated Postal Service

Up
Down

Up

GATE11
아티제

Artisee Bakery

타코벨
Taco Bell

스타벅스
Starbucks

맥도날드
McDonald’s

아티제
Artisee

코코
이찌방야

Coco 
Curry House

정관장
Korean 

Red Ginseng

Up

Up

비첸향
Bee Cheng Hiang

제스터즈파이
Jesters Pies

포레스타
Foresta

벤스쿠키
Ben’s Cookies

커피빈캡슐(CBTL)
Coffee Bean 버츠비

Burt’s Bee
미스터도넛
Mister Donut

에뛰드 하우스
Etude House

더페이스샵
The Face Shop

토니모리
Tonymoly

이니스프리
Innisfree

네이처리퍼블릭
Nature Republic

빈스앤베리즈
Beans & Berries

AHC비타민
AHC Vitamin

모스까사
Mo’s Casa

쉐프밀
Chefmeal

쇼군
Shogun

카모메
Kamome

오벤또
Obento

미미네
Mimine

카페
105
Cafe
105

구스띠모
Gusttimo

비어드
파파
Beard
Papa

앤티
앤스
Auntie
Anne’s

스페로스페라
Sperospera

고데스시
Koudae Sushi

돈자당
Donjadang

가마야
Kamaya

엠꼼마카롱
M Comme 
Macaron

린즈컵케익
Lynn’s 

Cupcakes

취영루
Chew Young 

roo

카페베니건스
Cafe

Bennigans

백화점 E/V
Department 

Store E/V

호텔 E/V
Hotel E/V

오피스 E/V
Office E/V

D-CUBE CITY FLOOR GUIDE

′

′

′

′

′

정수기
Drinking Fountain

Young Fashion Street

안내데스크
Information

ATM

지하철연결
Subway

화장실 
Restroom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엘리베이터 
Elevator

물품보관함 
Locker

BF
1

O.S.T

Up

UpUp

Up

Up
Down

Up
Down

Down
Down

Down

GATE9

GATE10

GATE7

GATE8

코데즈 컴바인
Codes Combine

스파이시 칼라
Spicy Color

테이트
Tate

폴햄
Polham

엠폴햄
Em Polham

게스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네일겔러리
Nail Gallery

게스진
Guess Jean

유니클로
UNIQLO

에이치 앤 엠
H&M

엠엘비
MLB

Nel.c 액세사리
Nel.c Accessory

바닐라코
Banila Co

버쉬카
Bershka

에스쁘아
Espoir

클루
CLUE

캉골
Kangol

약국
Pharmacy

아리얼
Ariul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THE NORTH FACE

White Label

델리 by 쉐라톤
Deli by Sheraton

스톤마켓
더키스
The Kiss

Stone Market

백화점 E/V
Department 

Store E/V

호텔 E/V
Hotel E/V

오피스 E/V
Office E/V

무인양품
MUJI

하나은행
Hana Bank

훼미리마트
Family Mart

마노핀
Manoffin

액세서라이즈
Accessorize

에이샵 a# Shop

써스데이아일랜드
Thursday Island리바이스바디웨어

Levi’s Bodywear

버커루
Buckaroo

리바이스
Levi’s

CK진
Calvin Klein

Jean

후아유
WHO.A.U

지바이게스
G By Guess 풀앤베어

Pull & Bear

지오다노
Giordano

스무디킹
Smoothie King

세타가야
Setagaya

라틀레틱
R. Athletic

애드호크
Ad Hoc

팀스폴햄
Teams Polham

티비제이
TBJ

월드스트리트푸드
World Street Food

망고식스
Mango Six

메밀헌
Memil House

D-CUBE CITY FLOOR GUIDE
정수기

Drinking Fountain

Dow

햄
am
티티티비제

TBJ

고식스
ango Six

주차장
Parking LotPB3-B7

수퍼마켓 / 델리 / 화장품 / 한식저잣거리 / 무인우편 / 안경원 
Supermarket / Deli /  Cosmetics / Korean Food Street / Automated Postal Service / OpticalB2
S.P.A / 영패션 / 장신잡화 / 화장품 / 월드스트리트푸드코트 / 디지털숍 / 약국 / 은행
S.P.A / Young Fashion / Accessories / Cosmetics / World Street Food Court / Digital Shop / Pharmacy / BankB1
S.P.A / 패션잡화 / 화장품 / 상품권데스크
S.P.A / Fashion Accessories / Cosmetics / Gift Card Shop1F
S.P.A / 여성패션 /구두 / 란제리 / 핸드백
S.P.A / Women’s Wear / Shoes / Lingerie / Handbags2F
남성패션 / 스포츠 / 아웃도어 / 은행
Men’s Wear / Sports / Outdoor / Bank3F
유·아동 /생활 / 뽀로로파크 / 문화센터 / VIP라운지 / 갤러리 디큐브 / 고객서비스 센터
Infant & Kids Wear / Living / Pororo Park / D-Cube Culture Center / VIP Lounge / Gallery D-Cube / Customer Service Center4F
전문식당가 / 테라스가든
Restaurants / Terrace Garden5F
쉐라톤그랜드볼룸 / 전문식당가 / 사은행사장
Sheraton Grand Ballroom / Restaurants  / Gift Center6F
디큐브아트센터[스페이스신도림, 매표소] / 테라스가든
D-Cube Arts Center [Space Sindorim, Ticket Office] / Terrace Garden7F
쉐라톤 연회장 / 쉐라톤 비지니스 센터
Sheraton Banquet / Sheraton Business Center8F
디큐브아트센터[디큐브씨어터]
D-Cube Arts Center[D-Cube Theater]9F
클리닉센터[치과,피부과,성형외과,산부인과]
Clinic Center[Dental Clinic, Dermatology, Plastic Surgery, Obstetrics]10F
오피스
Office

쉐라톤 피트니스
Sheraton Fitness27F

쉐라톤 로비 / 레스토랑 / 로비라운지바
Sheraton Lobby / Restaurant / Lobby Lounge bar41F

쉐라톤 피트니스 / 아쿠아리스 스파
Sheraton Fitness / Aequalis Spa28F
쉐라톤 객실
Sheraton Rooms29F~40F

11F~25F

층별안내가이드

화장실 
Restroom

장애우화장실
Accessible Restroom

안내데스크 
Information 

유모차대여소
Stroller Service

유아 휴게실
Baby’s Lounge

지하철연결
Subway

물품보관함 
Locker

구두 수선실
Shoes Repair

의류 수선실
Cloth Mending

정수기
Drinking Fountain ATM

의무실
Infirmary

BF

구두 수선실
Shoes Repair Shop

지하철연결
Subway

Food & Life St

2

화장실
Restroom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엘리베이터
Elevator

물품보관함
Locker

정수기
Drinking Fountain

쉐라톤 로비 / 레
Sheraton Lobby / Res41F
쉐라톤 객실29F~40F

층별안내가이드

디큐브시티 층별안내 가이드

한국어·English

D-CUBE SALE 

30%

20%

10%

1
2

S.P.A SEASON OFF

1
22
11
2

S.P.A SEASON OFF

www.dcubecity.com Tel. 02.2211.1000www.dcubecity.com Tel. 02.2211.1000

(02)2211.1000

2013.1.3.THU1/4(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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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EVENT
2013

본관 I 11.23(금)-12.02(일)

11.23(금)-12.02(일)

MONTHLY EVENT
2013

가전페어 I 11.23(금)-12.02(일)

11.23(금)-12.02(일)

MONTHLY EVENT
2013

가전페어 I 11.23(금)-12.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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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ATON WALKERHILL

인쇄물과 안내물 등을 제작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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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과 안내물 등을 제작

introduction of  naaf_Design



28

introduction of  naaf_Design

HOTEL SHILLA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SHOP

WEDDING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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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BROCHURE

DUTY FREE STORE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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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AY
NUTRILITE

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introduction of  naaf_Design

BRAND STOR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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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ORY
파이토스토리 키트

introduction of  naaf_Design

BODY KEY
바디키 프로그램 내츄럴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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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AMWAY
NUTRILITE

FOUNDATIONAL T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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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밸란스

아세로라C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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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introduction of  naaf_Design

AMWAY

PAN / POT
파이토스토리 다양한 난이도와 상황별 레시피 제공키트



3534

introduction of  naaf_Design

MY COOKING STORY 2016

MY COOKING STO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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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AMWAY

ARTISTRY
Artistry Eye & cheek color Brochure

Artistry exact fit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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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 BROCHURE

eSpring
2016 eSpring Gui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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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AMWAY

CALENDAR  
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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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V
로고 디자인 / 앱 / 광고 
브로슈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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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AMWAY

BODY KE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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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스터 아마그램

G&H 아마그램

BODY KEY PROGRAM
SATININ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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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HANA SK CARD
CUSTOMER INFORMATION BOOK

하나SK카드 브로슈어
최상위 VVIP 고객 대상 프리미엄 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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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UAR LAND ROVER
 SEOUL MOTOR SHOW ARCHIVE BOOK

introduction of  naaf_Design

재규어 랜드로버 룩북
2013 서울 모터쇼 재규어 랜드로버
참가를 기념하기 위한 아카이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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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HYUNDAI CARD
COMPANY PR HISTORY BOOK

현대카드 브로슈어
현대카드의 2003~2009년까지의 기사들과 광고,

매체에서의 기록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PRES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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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OM
ILOOM 2012 FW LIVING CATALOG

introduction of  naaf_Design

일룸 카탈로그
전체 기획에서 촬영 진행, 디렉팅, 
디자인 작업을 통해 시즌 카탈로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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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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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MEDIA

RAUM O NOBLIAN

ACHIEVE SAMAUNG & U

ROMANCE S COLLECTION

S FOOD STYLE W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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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매월 발행 (연 12회)

삼성카드 사용 고객 중 상위 5 % 내에 속하는

VVIP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RAUM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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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매월 발행 (연 12회)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데스티네이션인 신라호텔

VVIP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NOB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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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기별 발행 (연 4회)

하이클래스 여행을 선호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를 보다 고급스로운 감각으로 전달하는 

코리언 컬쳐 라이프스타일 북

RO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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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S COLLECTION
분기별 발행 (연 4회)

신세계 백화점 고객 커뮤니케이션 매거진으로

트렌디한 축과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패션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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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S FOOD STYLE
격월 발행 (연 6회)

신세계백화점에서 요리연구가의 레시피와

신선한 농수산물의 산지를 취재하여 고객들께

좋은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푸드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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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매월 발행 (연 12회)

삼성생명에서 V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고객 멤버십 매거진      

W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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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NE

WEBSITE / BLOG / SNS

DIGITAL PUBLISHING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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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BLOG, SNS

PARNAS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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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ND WHAT

HOTEL SHILLA 사내보 SHILLA-IN

KONKUK UNIVERSITY GSAKU

DORO'S ANNEX NEWYORKDORO'S ANNEX 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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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REPORT

DIGITAL PUBLISHING

NOB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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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af_ON LINE

AMWAY WEB EXPORT REPORT AMWAY DIGITAL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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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af_ON LINE

AMWAY

DIGITAL PUBLISHING



6362

introduction of  naaf_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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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af_ON LINE

MOBILE NEWSLETTER

FERRARI / MASERATI



6564

introduction of  naaf_ON LINE

NEWSLETTER

NAAF 





introduction of
EVENT & INTERIOR 

PROMOTION / EVENT

VM /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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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PROMOTION / EVENT

PARNAS MALL
OPENING CEREMONY
삼성동 파르나스몰 오픈행사 



6968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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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PROMOTION / EVENT

PARNAS MALL



7170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72

48

4. 설치 시공 사진

PROMOTION / EVENT

아브뉴프랑
2016 봄/여름/가을 비주얼 연출 등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7372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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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 EVENT

미래에셋
CENTER1 SIGNAGE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7574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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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 EVENT

EXPO 2012 YEOSU KOREA 
GSCALTAX EXHIBITION
PLACE BRNADING STRATEGY / BRAND NAMING
CONTENTS PLANNING  / VISUAL DESIGN 
DEVELOPMENT / SPACE DESIGN DEVELOPMENT
DIGITAL MARKETING / ATTRACTION CONTENTS
HOSPITALITY / PR EVENT / EVENT PROMOTION 
EXECUTION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7776

COMMON GROUND
PRE-MKT

CAMPAIGN STRATEGY / CONTENTS PLANNING 
KEY VISUAL DEVELOPMENT / SPACE DESIGN 

DEVELOPMENT
ATTRACTION CONTENTS / PR EVENT

EVENT PROMOTION EXECUTION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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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 EVENT

SEOUL ARTS CENTER
EXHIBITION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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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HOP HI-LO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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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NTERIOR

KOREAN RESTAURANT 
SHINJUNG

NAMYANG
LOUNGE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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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RESTAURANT 
GOLDEN JADE

CAFE 
JUBILEE CHOCOLATIER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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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NTERIOR

CHINESE RESTAURANT
ZAOPING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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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THE SOL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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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NTERIOR

KOREAN RESTAURANT 
SOBAN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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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TRIESTE

introduction of  naaf_Event/Interior 



Thank  You  So  Much !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후회	없이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과	열정적인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즐기면서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가슴	뛰는	구절처럼….
나프미디어앤디자인의	임직원들은	나프의	자존심을	걸고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적인	

미디어	&	디자인	그룹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04 신사빌딩 3층 [135-895]

3F Shinsa B/D, 804 Eonjuro, gangnam-gu, Seoul, Korea [135-895] 
Tel_82 2 541 6665   Fax_82 2 541 6011 

Home http://www.naaf.co.kr  
Blog http://blog.naver.com/nobliancom 
 http://blog.naver.com/naafmedia
Facebook https://www.facebook.com/naafmedia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