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가지 이상

사랑 받는
디자이너 브랜드

최고 60% 할인
패션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자
쇼핑의 즐거움이 있는 곳

영업 시간

역사적인 Grade II 등급 문화재로 등록된
구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 건물에 소재한
McArthurGlen의 스윈던 디자이너 아울렛은
명품 쇼핑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쇼핑 필수 코스입니다. 윌트셔 M4 도로의
정션 16에 위치한 스윈던 디자이너 아울렛은
사랑 받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연중 내내
최고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아울렛은 연중 내내 주 7일* 영업하며,
일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크리스마스 당일 제외.
†
큰 매장은 오전 11시에 엽니다.

스윈던 디자이너 아울렛에서는 쇼핑 외에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윈던
디자이너 아울렛에서는 최신 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동시에
이 장소의 깊은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울렛 내에는 그레이드 웨스턴 레일웨이의
STEAM 박물관과 내셔널 트러스트의 매장과
카페가 들어서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나는
쇼핑을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가 아닐까요?

10% 추가 할인
이메일 뉴스레터에 구독하시면 추가로 10%
할인이 적용되고, 최신 프로모션과 특별행사
소식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McArthurGlen 기프트 카드
90가지가 넘는 명품 브랜드와 패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McArthurGlen 기프트
카드를 가족과 친지들을 위하여 선물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정보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자동차

정션 16에서 M4 고속도로를 나와서 갈색
Outlet Centre 표시판을 따라가거나 M5 도로의
정션 11a에서 Cirencester 방향의 A417
로 진입한 다음에 Swindon과 M4 표시판의
안내대로 갑니다. Bristol 방향의 M4로 진입한
후에 정션 16에서 나갑니다.

철도

Swindon Railway 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10분
거리에 스윈던 디자이너 아울렛이 있습니다.
또는 역에서 PlusBus를 타면 아울렛에서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버스

버스는 스윈던 타운 센터에서 아울렛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합니다.

연락처
Swindon Designer Outlet
Kemble Drive
Swindon
Wiltshire
SN2 2DY
전화: 01793 507 600
웹: swindondesigneroutlet.com
단체 방문 예약 번호: 01793 507 600/
이메일: coaches@swindondesigneroutlet.com

더 자세한 정보
유럽 전역에 걸쳐 있는 20개 아울렛에 대한
정보는 mcarthurgle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windondesigneroutlet.com

지금 방문 계획을 잡으시고
스윈던 디자이너 아울렛을 발견해
보십시오.
브랜드 디렉터리와 매장 검색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