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 (Shopping Concierge Service) – FAQ 

 

Q: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이란 무엇인가요?  

 

A: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는 더 샵스 (The Shoppes)에서 쇼핑하는 고객이 자신의 니즈에 맞는 

쇼핑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새로운 의상을 

찾거나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아이템을 찾고 있는지에 맞춰170가지가 넘는 고급 명품 

브랜드 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3개 브랜드를 선별해 제시합니다. 전체 쇼핑 과정을 

안내하는 전담 컨시어지가 레스토랑이나 스파 예약등을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TWG 티에서 

기분 좋은 부티크 투어(무료 선물 증정)를 즐길 수 있습니다.  

 

 

Q: 추천 브랜드 세 곳만 방문해야 하나요? 세 곳 이상 또는 세 곳 이하로 방문해도 되나요? 또, 

할당된 세 시간이 지나도 쇼핑을 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전담 컨시어지가사전에 지정한 부티크로 먼저 안내를 드리며, 여러분은최소 두 

곳에서 최대 네 곳의 브랜드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곳 이상의 브랜드 방문을 원하거나 

쇼핑 서비스를 세 시간 이상 이용하기를 원할 경우, 전담 컨시어지가 자유재량으로 동행할 수 

있는데, 전담 컨시어지 없이 혼자서 쇼핑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버기 서비스 (buggy 

service) 같은 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제공됩니다.  

 

 

Q: 차량으로 더 샵스 (The Shoppes)를 방문할 생각인데, 무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고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VIP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섯 시간(본인이 주차)으로 사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추가 요청"란에 명시해주시거나 예약 

확인 전화를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확인 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Q: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를 구입해 다른 분에게 

선물하시려는 경우에는 선물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입해 주시고, 전자 양식의 

"추가 요청"란에 이를 명시해 주십시오.  

 

 

Q: 원하는 아이템의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최소 이틀에서 삼일(영업일 기준) 전에 알려주시면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팀이 재고 여부를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Personal.Shopping@MarinaBaySand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65 933 68573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 호텔 패키지/프로모션 행사의 일환으로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퍼스널 

쇼핑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TWG 티의 부티크 투어(무료 선물 증정 포함)만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A: 죄송합니다. TWG 티의 부티크 투어(무료 선물 증정)는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하고 서비스를 끝까지 받으신 고객들만 TWG 티의 부티크 투어에서 

증정하는 무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에 일행이나 가족을 동반하려고 합니다. TWG 티의 부티크 투어에서 

증정하는 무료 선물을 일행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까?  

 

A: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는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무료 선물의 혜택은 원래 

서비스 대상자인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Q: 제가 선택한 부티크나 지정 받은 부티크가 아닌 다른 부티크에서 S$250 쇼핑 바우처를 상환 

받을 수 있나요?  

 

A: 부티크 투어 중 받은 영수증(최대 세 장)에 대해서만 S$250 쇼핑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명시된 약관에 따라). 투어 전이나 투어 이후에 쇼핑을 하면서 받은 영수증들은 쇼핑 

바우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는 세 시간 동안 원래 

선택하거나 지정 받은 부티크가 아닌 부티크를 추가로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부티크에서 받은 

영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S$250 쇼핑 바우처를 이용해서 S$1,000를 결제할 때 샌즈 달러(Sands Dollars), 

데스티네이션 달러(Destination Dollars), 쇼핑 바우처 또는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영수증의 최종 금액이 S$1,000를 넘기면 말씀하신 모든 지불 수단과 함께 

S$250 쇼핑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사용 관련예외약관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Q: 무료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의 사용 기한이 지났습니다. 연장할 수 있을까요?  

 

A: 상황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도안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고 싶으시면 (1) 

상환 기간을 놓친 이유와 (2) 쇼핑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예약 날짜를 적어서 

Personal.Shopping@MarinaBaySand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