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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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프미디어앤디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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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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d Date 2008. 08

Founder Lim Joong Hwi

Revenue $5.6 billion (2016)

Employee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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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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tivities

MAGAZINE
●

noblian
samsung life WM report

parnasmall artlogue
samsung card RAUME O

Shinsegae Style magazine

MEDIA

WEB DESIGN

●

website / blog / SNS
digital publishing

newsletter

ON-LINE
AD BUSINESS

●

on, off-line
DID ad

outdoor advertising

ADVERTISING
PROMOTION PLANNING

●

exhibition
event planning

program direction

PROMOTION

GRAPHIC

●

editorial
brand identity

package design
VMD

on-line / gui

DESIGN

introduction of  n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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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 / MALL / HOTEL / DUTY FREE 

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SHINSEGAE 
COMMON GROUND
D-CUBE CITY
THE SHILLA
SHERATON WALKERHILL 
MIRAE ASSET CENTER1

AMWAY
LOTTE CHEMICAL
KYOWON L&C
HANA CARD

PARNAS MALL  
AVENUE FRANCE
CENTRAL CITY
JW MARRIOTT
W HOTEL

GOOGLE  
KOLON GLOBAL
JAGUAR LANDROVER
HYUNDAI CARD  



10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introduction of  naaf_Design

SHINSE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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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
m

instagra
m.com/

only_sh
insegae

SHINSEGAE

DIGITAL CHANNEL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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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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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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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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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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LUXURYCOLLECTION

3.1 필립 림(본관 5층)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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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No.1

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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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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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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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NAS MALL

DISTRIBU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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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GROUND

DISTRIBU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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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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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NUE FRANCE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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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af_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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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뉴프랑

AVENUE FRANCE
FACEbooK
아브뉴프랑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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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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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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 간판 위 마카롱 시트 

사이즈 : 12,550*1,360(mm)

사양 : 포맥스

수량 : 각 1EA

3. aPPlication

AVENUE FRANCE

introduction of  naaf_Design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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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존 서측면

사이즈 : 6,000*6,000(mm)

사양 : 현수막

수량 : 1EA

3. aPPlication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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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af_Design

D-CUBE CITY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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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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CITY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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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ILLA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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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MARRI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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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3534

introduction of  naaf_Design



36

W HOTEL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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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E ASSET CENTER1

DISTRIBUTION SERVICE 
DEPARTMENT STORE/MALL/HOTEL/DUTY FREE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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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AY
NUTRILITE

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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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AMWAY
NUTRI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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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introduction of  naaf_Design

AMWAY
COO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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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AM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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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AM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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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AM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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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Google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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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LOTTE CHEMICAL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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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ON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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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KYOWON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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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UAR LANDROVER
 SEOUL MOTOR SHOW ARCHIVE BOOK

introduction of  naaf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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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HANA CARD
CUSTOMER INFORMATION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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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CARD
COMPANY PR HISTOR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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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BROCHURE / PACKAGE / CI /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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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MEDIA

MAGAZINE

NOBLIAN
RAUM O
S COLLECTION
SAMSUNG & U

WM REPORT
ROMANCE
S FOOD STYLE
I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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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IA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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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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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ME O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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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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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LLECTIO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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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FOOD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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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 U

MAGAZINE



introduction of  naaf_Media

7170

ILOOM



introduction of
ON LINE

WEBSITE / BLOG / SNS DIGITAL PUBLISHING NEWSLETTER

PARNAS MALL
DONGWOO FINE-CHEM
KONKUK UNIVERSITY GSAKU
HOW AND WHAT
HOTEL SHILLA 사내보 SHILLA-IN
DORO'S ANNEX NEWYORK

NOBLIAN 
WM REPORT
AMWAY WEB EXPORT REPORT
AMWAY DIGITAL ACHIEVE
AMWAY 

FERRARI / MASERATI
N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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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NAS MALL

WEBSITE / BLOG / SNS

introduction of  naaf_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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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OO FINE-CHEM

introduction of  naaf_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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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 BLOG / SNS

HOW AND WHATKONKUK UNIVERSITY GSAKU



7776

introduction of  naaf_ON LINE

HOTEL SHILLA 사내보 SHILLA-INDORO'S ANNEX 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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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REPORT

DIGITAL PUBLISHING

NOB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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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AY WEB EXPORT REPORT AMWAY DIGITAL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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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AY

DIGITAL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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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FERRARI / MASE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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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F 



introduction of
PROMOTION 

EVENT PLANNING

PARNAS MALL
COMMON GROUND
MMCA
THE SH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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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PLANNING

PARNAS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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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PLANNING

PARNAS MALL

PAR-T

클래스 / 공연이벤트 / 인문학 강연

introduction of  naaf_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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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GROUND

EVENT PLANNING

NICHT FOOD MARKET

나이트푸드마켓 프로모션

introduction of  naaf_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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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 X COMMON GROUND

유니세프 크리스마스 마켓 
프로모션

introduction of  naaf_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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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PLANNING

MMCA

MMCA PARTNERS DAY

파트너스데이 프로모션

introduction of  naaf_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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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CA MUSEUM NIGHT : WINTER

뮤지엄 나잇: 윈터 프로모션

introduction of  naaf_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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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PLANNING

THE SHILLA

THE SHILLA

VVIP 멤버 대상의 브랜드 프로모션

introduction of  naaf_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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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So  M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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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noblian_m  
Facebook https://www.facebook.com/naafmediadesign



본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04 신사빌딩 3층 (신사동 6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