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Pea 안내서: Dallas Shopping Stars
외국인 쇼팽객 께서는:
1 단계 쇼핑 쇼핑 쇼핑

• 이제 윈도우 쇼핑은 그만 하세
요! 텍사스 전역에 퍼져 있는
4,500개의 참여 매장에서 쓰러
질 때까지 쇼핑하고 판매세를 환
불 받으세요. 쇼핑을 더 즐길 수
있답니다!
• Tiffany, Gucci, Louis Vitton,
Macy, Ralph Lauren, Apple 과
같은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습니
다!

2 단계 환불 처리 하기

• 13개 환불 센터 중 한 곳에서 환불
받으세요!
• 구입영수증, 구입한 상품, 여권,
I-94, 미국 비자, 여행 서류를 원하
시는 환불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
다. 공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
우, 우선 저희 환불 센터에 방문하
신 후 수하물을 확인하십시오. 구매
한 제품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 다.

3 단계 불 받기

• 10군데의 Instand Cash Locations 중 한 곳에서
현금으로 환불 받거나, 90~120일 이내에 PayPal
또는 수표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댈러스 면세 쇼핑 환불 장소:
• DFW 공항 터미널 D*
• Galleria Dallas*
• NorthPark Center
• Grand Prairie Premium Outlets*
* Instant Cash Location

@SweetPea_TFS
TaxFreeShoppingLTD
TaxFreeShoppingLTD

www.TaxFreeTexas.com

댈러스 쇼핑 정보:

댈러스에서는 멋진 물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쇼핑의
발상지인 댈러스는 신규 매장 오픈으로 새로운 브랜드
분야를 개척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쇼핑몰과 함께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댈러스의 연중 온화한 기후는 실.내외
쇼핑을 더욱 즐겁게 합니다.

H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명한 Galleria Vittorio Emanuele로
부터 영감을 받은 Galleria Dallas는 200 여 개의 세계적 브랜드
매장으로 둘러싸인 아이스 링크가 인상적입니다. Galleria Dallas에는 매 년 1,9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TaxFree Shopping, Ltd.는 텍사스에서 쇼핑한 해외
방문객에게 주판매세를 환불해 드립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Instant Cash Locations에서 현금으로
즉석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종이수표나 PayPal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께서는 구입하신 제품(비 소모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 프로그램은 면세
쇼핑 파트너 계약을 맺은 4,500개의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EEM 맞춤 관광 정보: EEM 맞춤
관광 정보:

댈러스 포트워스의 한 유명 관광업체에서 독특하게 특화한
단체 관광인 EEM 맞춤 관광은 단체 관광을 3개 범주로
특화하였습니다: 쇼핑, 농업 그리고 기술 관광
미국에서 가장 쇼핑하기 좋은 곳, Forbes 잡지는 미국
최고의 쇼핑지로 텍사스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댈러스
포트 워스에는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부유한 시골 지역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수 많은 볼 거리와 경험이 넘쳐납니다;
다국어가 가능한 EEM의 전문 관광업체가 여러분의
텍사스 단체 관광을 편안하게 모실것입니다!
단체 관광 및 가격에 대한 세부 정보는 www.
eemcustomtours.com을 참고하시거나, 이메일
info@eemcustomtours.com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위치한 독립형 고급 소매점입니다. 이곳은 남녀 의류 및 액세서
리, 유명 디자이너 결혼 예복, 미용 제품 및 가정 용품 등을 판
매하고 있습니다.

H Park Lane의 매장들은 현대적인 도

H NorthPark Center는 시대를 초월하는 현대적인 건축물과
면세 쇼핑 정보:

H Stanley Korshak은 댈러스의 아름다운 Crescent Court에

세계적 수준의 미술 컬렉션들이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댈러
스/ 포트워스 셀렉션과 함께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NorthPark Center는 국내 최초의 실내 온도 조절이 가능한 “쇼
핑 몰”로, 텍사스 북부에서 가장 큰 쇼핑 센터입니다.

시 환경 속에서의 스타일리쉬한 쇼핑과
함께 독특한 식사 및 즐길거리 등을 모
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요령 있는 쇼핑
객들은 놀라운 저렴한 가격으로 디자이
너 패션을 만나거나, 야외 이벤트에서 라
이브 밴드를 즐기고, 레스토랑 테라스에
서 지역 수제 맥주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Park Lane의 매장들은 NorthPark Center 고속도로 맞은 편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H Allen Premium Outlets은

H 1907년 댈러스에 설립된 Neiman Marcus는 국제 매장

지도에 댈러스를 포함시킨 고급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은
Herber Marcus와 누이 Carrie Marcus, 그리고 그녀의 남편 A.
L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Neiman은 남부 지방에는 없는 독점
물을 갖춘 매장입니다. Stanley Marcus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물려 받은 1926년 이후, 이 곳은 패션계의 주류로 성
장하였습니다. Downtown Dallas가 그 본점이며, 우아한 초창
기 스타일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H 1931년에 오픈 한 Highland Park Village는 국립 역사 유

적지로 지정된 미국 최초의 쇼핑 센터 입니다. 오늘날까지 이곳
은 댈러스 시내에 있는 Highland Park의 중앙 광장 및 대학 공
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쇼핑 센터의 개발자들은 스페인
의 아름다운 지중해 건축물의 영감을 찾아 스페인, 맥시코, 켈
리포니아로 여행하였습니다. Highland Park Village는 오늘날까
지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Chanel, Carolina Herra, Ralph
Lauren, Hermes, Escada, Jimmy Choo와 같이 세계적으로 명
망 높은 부띠끄와 매장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전문 매장, 현지 레스토랑 및 복원된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Ann Taylor, Banana Republic,
Burberry, Guess, Kenneth Cole,
Nike, Tommy Hilfiger, Polo
Ralph Lauren, Zales 와 같은
디자이너 및 탑 브랜드 제품을
25~65 퍼센트 할인 판매하고 있는 멋진 100개의 매장이 밀
집해있는 고급 아울렛 입니다.

H

2012년 8월에 개장한
Grand Prairie Premium Outlets
은 100개 이상의 매장과
구내 푸드 코트를 갖춘
420,000 평방 피트의 야외
아울렛 쇼핑 센터입니다. 이
아울렛 센터에서는 100 개 이상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및
탑 브랜드를 소매가의 65 퍼센트까지 매일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Grand Prairie Outlets은 모두가 좋아하고 꼭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뿐 아니라 최고급 상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H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 공항에서 북쪽으로 2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Grapevine Mills는 Last Call by Neiman
Marcus, Rainforest Cafe, LOFT Outlet, Nike Factory Store,
Saks Fifth Avenue OFF 5th, Coach Factory, Under Armour,
Old Navy 와 같은 180 개 이상의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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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데코 샵, 야외 레스토랑, 스파 및 살롱을 갖춘 완벽한 도시 거리의 모습을

댈러스 중앙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거리 명을
딴 Knox- Henderson은 대조적인 면을 갖춘 곳입니다. 서쪽에
있는 Knox는 전통적인 홈 데코 샵, 야외 레스토랑, 스파 및 살
롱을 갖춘 완벽한 도시 거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서 서쪽으로 3.2 마일 가량 뻗어 있는 Katy Trail은 많은 시민
들이 산책과 조깅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동쪽 지역의 방문객들
은 빈티지 샵, 미식가 식당 및 유명한 테라스 바가 요전만 해도
그리 사용되지 않던 거리를 채우고 있는 Henderson Avenue의
보다 펑키한 분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Henderson은 도시의 힙
스터 뿐 아니라 엘리트까지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댈러스 업타운에 위치한 이 쇼
핑 빌리지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패
션 지역입니다. 유행을 주도하는 부
티끄, 빈티지 컬렉션, 아트 갤러리, 레
스토랑, 매그놀리아 극장 및 밤 문화
가 성행하는 이 West Village에서 최
신 유행하는 아이템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 입니다.

현대적인 아트 갤러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테리
어 디자인 스튜디오와 쇼룸, 그리고 급증하는 레스토랑
과 화려한 밤 놀이 문화로 가득한 댈러스 디자인 지구
는 가장 새롭고 활기찬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댈러스 디
자인 지구는 고급 가구 쇼룸, 예술품 및 앤틱 갤러리 등
이 즐비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특화 지구로서, 남서
부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합
니다. 밤이면 달라스 사람들은 인기 음식점으로 몰려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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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가까운 환불 센터에서
판매세를 환불
받으세요!

DART(Dallas Area Rapid Transit)라인에 위치한
Mockingbird 역은 다른 형태의 쇼핑을 즐기고 싶어하
는 도시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Angelika Film Center를
중심으로, 저렴하면서도 멋진 부티크와 체인점이 함께
들어서 있는 다양한 바와 레스토랑을 만나실 수 있습
니다. 프란체스카의 Urban Outfitters 그리고 Victoria
의 Secret이 그 중 일부 입니다.

댈러스 다운타운의 웨스트엔드 역사 지구에 위치
해 있는 Wild Bills Western Store는 주석 천장과 목조 바
닥 그리고 안장을 의자로 한 오래되고 육중한 바가 설치
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빨간 벽돌 건물에 들어서 있
습니다. 방문객들은 댈러스 전역에서 좀 더 독특하고 매
력적인 서부 매장을 찾아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애를 먹
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