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맞이
“음력 8월 보름에 왕이 월성(月城) 산 위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며
시종관들과 함께 주연을 베풀고 즐겼다.”
-『삼국사기 (三國史記)』 권43「열전(列傳)」 김유신조 (金庾信條)

달을 풍요로운 힘과 생명력의 상징물로 여기는
믿음에서 기인한 달맞이는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고, 내년 농사의 풍작과 못다 이룬 소망을
기원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풍요와 번성을 기원합니다.

Greeting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댁 내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워커힐의 정성과 자부심을 담아 완성한 ‘2017 워커힐 추석 선물 특선’은
워커힐의 품격 깃든 가치를 전하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건강한 자연과 워커힐 R&D센터의 과학이 만나 올 추석 새롭게 선보이는
도라지정과와 당귀정과를 비롯해 어진선御珍鮮 시리즈인
"홍삼 전복 찜"과 "견과류 특선", 20년 이상의 연구와 100%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SUPEX 명품 김치 세트", 워커힐 시그니처 상품들로 이루어진 "워커힐 햄퍼 세트" 등
워커힐 명인 조리장들이 준비한 최고 품질의 먹거리와 함께
명성 높은 소믈리에의 세심한 테이스팅을 거쳐 엄선한 와인 선물 세트까지,
온 정성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건강과 온기가 가득 담긴 워커힐 추석 선물 특선과 함께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도중섭

2017
워커힐 추석 선물특선

WALKERHILL
CHOCOLATE

UH GIN SUN
GIFT SET

LUXURY
PREMIUM
GIFT SET

PREMIUM
BEEF

SPECIAL
GIFT SET

WINE
SELECTION

06

10

22

34

4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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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초콜릿
쇼콜라티에의 정교하고 섬세한 터치가 빚어낸 프리미엄 초콜릿.
최상급 그랑 크뤼 (Grand Cru) 카카오를 직접 볶아 72시간의 콘칭 과정을 거쳐 만든 워커힐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는 쇼콜라티에의 예술적인 감각과 엄격한 테이스팅을 거쳐 완성됩니다.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카카오의 깊고 진한 풍미가 가나슈의 부드러운 텍스처와 최상의 밸런스를 이루는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을 선사합니다.

워커힐 빈투바 초콜릿

바닐라

오렌지

약콩

최상급 바닐라 빈과 카카오의 풍미가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는 바닐라 초콜릿

캔디드 오렌지 필에 프랑스산 코인트로 리큐어의
풍부한 향이 레이어링 된 오렌지 초콜릿

국산 약콩(쥐눈이콩)의 풍부한
영양성분을 담아낸 약콩 초콜릿

라벤더

다크

라즈베리

식용 라벤더 꽃잎이 토핑되어 은은하고 향기로운
여운을 더하는 라벤더 초콜릿

카카오 고유의 쌉쌀하고
진한 풍미를 살린 다크 초콜릿

감미로운 라즈베리 과즙에 다크 초코릿이 더해져
달콤 쌉싸름한 맛이 절묘하게 대비 이루는
라즈베리 초콜릿

바나나

헤이즐넛

패션프루트

부드럽고 진한 바나나의 풍미가
입안 가득 터지는 바나나 초콜릿

최상급 헤이즐넛 프랄린에
프랑스산 생크림이 더해진 헤이즐넛 초콜릿

풍부한 향기의 열대과일 패션프루트에
최상급 카카오 버터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가
더해진 패션프루트 초콜릿

워커힐 빈투바 초콜릿

無 설탕 빈투바 (Bean-to-Bar) 초콜릿 가공법으로 카카오 고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영양은 살리고,
혈당 ∙ 칼로리 걱정을 낮추었습니다. 최상급 그랑 크뤼 (Grand Cru) 카카오 60% 다크 초콜릿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국산 약콩 (쥐눈이콩)을 통째로 갈아 넣어 건강까지 생각한 순식물성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1개에 5알의 국산 약콩 함유

Set 1 : 4종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Set 2 : 9종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14,000원

				
					

		

30,000원

Set 3 : 16종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48,000원

Set 4 : 18入 워커힐 빈투바 초콜릿						

18,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UH GIN SUN GIFT SET
어진선, 귀하게 전하는 선물
워커힐 R&D 센터의 시그니처 브랜드 어진선은
셰프들의 정성과 워커힐의 자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임금 어御, 귀할 진珍, 신선할 선鮮의 조합어인
어진선御珍鮮은 귀한 분들께 올리는
진귀하고 건강한 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워커힐 R&D센터의 과학과 건강한 자연이 만나 태어난
프리미엄 보양음식

어진선,
견과류 특선
활 전복 죽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홍삼 전복 찜

건강한 자연의
프리미엄, 견과류 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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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선,견과류 특선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우리 몸에 이로운 각종 영양소를 함유한 견과류는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미엄 건강 식재료로 만든 어진선(御珍鮮) 견과류 특선은 無 첨가 원칙에 따라 설탕은 최소화하고,
담백하고도 고소한 견과류 본연의 맛은 극대화한 워커힐 홈메이드 영양 간식입니다.
친환경 유리 용기에 담아 인체에 무해하고 추후 사용도가 높은 실용적인 패키지입니다.

마카다미아 &
피스타치오 스낵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넛은 단백질, 칼슘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며,
다량의 영양소를 지닌 피스타치오는 저탄수화물 식품으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두 종의 견과류를 오븐에서 로스팅 한 후 꿀과 천일염으로 코팅하여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살아 있는
마카다미아 & 피스타치오 스낵은 영양과 미각을 동시에 살린 간식입니다.

호두 스낵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를 청정한 기름에 저온 프라잉하여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살아 있는 호두 스낵은
우리나라 전통 병과인 호두강정의 맛과 질감을 강화한 영양 간식입니다.

피칸 스낵

프리미엄 피칸을 오븐에 구워 만든 피칸 스낵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과 더불어 바삭한 식감까지 일품인
영양 간식입니다.

Set 1 : 1종 호두 스낵 160g							

29,000원

Set 2 : 1종 피칸 스낵 170g							

29,000원

식이섬유와 칼륨, 칼슘, 철분 등 우리 몸에 이로운 각종 영양소를 함유한 대추야자입니다.
과육이 풍부하며 모양이 반듯하고 윤기가 도는 최상급 대추야자만을 선별하였습니다.

Set 3 : 1종 대추야자 270g							

28,000원

Set 4 : 2종 호두 스낵 160g + 피칸 스낵 170g						

59,000원

Set 5 : 1종 대추야자 230g							

25,000원

Set 6 : 1종 대추야자 270g X 2入							

49,000원

Set 7 : 4종 마카다미아 & 피스타치오 스낵 250g + 호두 스낵 160g + 피칸 스낵 170g + 포도 스낵 60g

132,000원

대추야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 SET3, 5 ,6 비과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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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자연의
프리미엄, 활 전복 죽

어진선, 활 전복 죽
예로부터 진상품으로 궁중 연회식에 오르던 전복은 원기를 돋우는 보양식으로 귀히 여겨져 왔습니다.
오랜 시간 한식의 전통을 이어온 워커힐 명장의 자부심을 담아 선보이는 어진선(御珍鮮) 활 전복 죽은
청정 해역 완도산 활 전복과 高 영양의 내장을 오랜 정성으로 완성하여 우리 식문화의 가치와 품격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御珍鮮, 활 전복 죽 260 g x 6入							

8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원산지 | 전복(국내산), 한우(국내산),쌀(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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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자연의
프리미엄,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어진선,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예로부터 진상품으로 여겨 궁중 연회식에 오르던 전복과 자연송이는 인체 원기를 돋우는 보양식으로
귀히 여겨져 왔습니다. 어진선(御珍鮮)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은 워커힐 R&D센터의 과학과 건강한
자연이 만나 태어난 프리미엄 보양식으로 無첨가의 원칙에 따라 청정한 자연과 영양만 고루 담았습니다.
소나무의 정기를 품고 자란 자연송이와 청정해역 완도산 활 전복을 한우 양지로 우려낸 육수에 넣어
전통 한국 조리법에 맞춰 담백하게 끓여 낸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은 활 전복의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식감과 자연송이의 깊고도 진한 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보양식입니다.

御珍鮮,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250 g x 6入					

330,000원
원산지 | 전복(국내산), 한우(국내산)

2014.11.03

제조 공정 특허 등록

건강한 자연의
프리미엄, 홍삼 전복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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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459610호

어진선,홍삼 전복 찜
어진선(御珍鮮) 홍삼 전복 찜은 R&D센터의 과학과 건강한 자연이 만나 태어난 프리미엄 보양식으로
워커힐만의 독자적 노하우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조 공정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청정해역 완도산 활 전복과 6년근 홍삼을 워커힐 명장의 비법과 정성으로 완성하여 최상의 풍미와
신선도를 전하는 홍삼 전복 찜은 無 첨가의 원칙에 따라 청정한 자연과 영양만을 담았습니다.
홍삼 고유의 그윽하고 깊은 향과 전복의 부드러운 질감이 이루는 미식의 진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御珍鮮, 홍삼 전복 찜 200g (활 전복 원물 150g) x 6入				

330,000원
원산지 | 전복(국내산)

LUXURY PREMIUM GIFT SET
최고의 먹거리를 향한 워커힐 장인의 집념과 자부심을 담아
선물의 가치를 완성하였습니다.

SUPEX 훈제연어
소시지 세트
워커힐 GOURMET세트
SUPEX 명품김치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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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SMOKED SALMON
Enrich your every day with gourmet treats
from the Deli

SUPEX 훈제연어
SUPEX 훈제연어는 프리미엄 훈제연어, 스파이시 훈제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얇게 슬라이스해서
홀스래디시, 케이퍼, 할라피뇨 등과 함께 드시면 고유의 맛을 가장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훈제연어

피요르드(Fjords) 지형이 특징인 노르웨이 청정해역의 차갑고 깨끗한 물에서 자란 연어를 엄선하여,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 냉장 배송하는 등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훈연하여 만든 훈제연어입니다.

스파이시
훈제연어

세계 5대 갯벌 서남해안의 신안 천일염과 매운맛이 강하고 빛깔이 고운 청양고추 등으로 만들어 낸 스파이시 훈제연어에는
캡사이신 성분과 미네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Set 1 훈제연어						

180,000원

Set 2 프리미엄 훈제연어

200,000원

Set 3 스파이시 훈제연어						

220,000원

Set 4 훈제연어, 화이트 와인 1병						

240,000원

Set 5 프리미엄 훈제연어 + 화이트 와인 1병						

260,000원
원산지 | 연어(노르웨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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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st quality meats
Enrich your every day with gourmet treats
from the Deli

워커힐 소시지 세트
워커힐이 선보이는 소시지 세트는 특등육만을 엄선하여 정통 독일식 홈메이드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천연의 향신료만을 사용하여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Garlic Sausage

송아지 고기와 돈삼겹살로 만들었으며 마늘, 통후추가 들어 있어 얇게 썰어 드시면 매콤하고 특별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aprika Sausage

파프리카 특유의 향이 식욕을 돋우어 주는 소시지로 각종 야채와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Beer Sausage
Hunter Sausage
Winner / Hot Dog Sausage

쫄깃한 쇠고기의 맛과 피스타치오의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얇게 썰어서 신선한 야채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신선육과 볶은 양파, 겨자씨를 넣어 특유의 부드러운 향이 있어 구이, 볶음, 전 등 다채로운 요리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천연향신료를 듬뿍 넣고 갈참나무로 훈연하여 깊은 맛이 납니다. 구워 드시면 은은한 훈제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Veal Bratwurst

송아지 고기가 들어 있어 맛이 부드러우며 끓는 물에 데쳐서 양파와 겨자를 곁들이시면 정통 독일식 소시지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Cooked Ham

계란요리를 곁들인 햄구이나 야채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 요리로 좋습니다.

Breakfast Sausage
Cheese Sausage
Chungyang Chili Sausage
Big Sausage (1.5 kg)

Set 1 햄 1종, 소시지 7종

엄선된 신선한 돈육으로 만들어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반숙된 계란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신선한 소고기, 돈육, 모짜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를 최적의 비율로 혼합한 소시지로 바비큐로 구워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워커힐 수제 소시지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청양고추의 매운 맛이 어우러져 소시지 특유의 느끼함을 없앤
퓨전 스타일의 소시지입니다.
Garlic, Beer, Hunter, Paprika Sausage 중 한 종류를 임의로 푸짐하게 구성하여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Set 2 햄 1종, 소시지 11종
Set 3 훈제 연어, 햄 1종, 소시지 7종

			

180,000원

			

250,000원

			

300,000원

원산지 | 햄(국내산 돼지), 소시지(국내산 돼지고기, 소고기 국내산 육우, 호주산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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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GOURMET 세트

Set 1 수제 소시지 3팩 + 슬라이스 훈제 연어 3팩 + 수펙스 김치 1팩		

130,000원

Set 2 수제 소시지 2팩 + 슬라이스 훈제 연어 4팩 + 수펙스 김치 2팩 + 화이트 와인 1병

200,000원

Set 3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250g x 2入 + 수제 소시지 3팩 + 슬라이스 훈제 연어 3팩		

290,000원

Set 4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250g x 4入 + 수제 소시지 2팩 + 슬라이스 훈제 연어 3팩 + 화이트 와인 1병

450,000원

원산지ㅣ 연어(노르웨이산), 김치(배추, 고춧가루:국내산), 소시지(국내산 돼지고기, 소고기 국내산 육우, 호주산 혼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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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X 명품 김치
사계절 내내 한국인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한국 고유의 식품 김치는 최고의 맛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으로 세계적으로도 각광 받는 먹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워커힐은 지난 1989년부터 김치연구실을 개설, 김치의 계승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08년 6월 호텔 업계 최초로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과학적인
공정을 통한 위생 수준이 최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00%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해
전통 김치의 맛을 재현하는 SUPEX 명품 김치는 최상의 맛을 한결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매월 2회, 한 번에 2kg씩 댁으로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추김치는 물론 계절별 제공되는 다양한 김치까지 식탁 위의 건강한 즐거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배추김치

백김치

파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오이 소박이

깍두기

열무김치

나박물김치

열무 물김치

Set 1 배추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각 1kg					

158,000원

Set 2 배추김치 3kg, 갓김치,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나박물김치, 백김치, 파김치 각 500g

171,000원

Set 3 배추김치, 파김치 각 3kg						

198,000원

Set 4 소시지 7종, 햄 1종/ 배추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각 500g		

240,000원

SUPEX 명품 김치 6개월 배송 상품권 (총 24kg)						

576,000원

SUPEX 명품 김치 12개월 배송 상품권 (총 48kg)						

1,152,000원

SUPEX 명품 김치 소형 포장 세트(300gx6入) / 배추김치3入, 오이소박이, 깍두기, 나박물김치 각1入

46,000원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원산지 | 배추김치(국내산), 김치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국내산), 햄(국내산 돼지), 소시지(국내산 돼지고기, 소고기 국내산 육우, 호주산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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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는 국내산 참조기만을 선별하여 전통 방식으로 재현한
명품 굴비 세트입니다.
자연해풍과 일사광선으로 자연 건조한 참조기에 고급 황토염으로 간을 입힌
워커힐 굴비는 고유의 쫄깃한 육질과 씹을수록 배어 나오는 구수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25 cm (10미)		

600,000원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27 cm (10미)		

920,000원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29 cm (10미)		

1,380,000원
* 비과세 상품

한우 꼬리
한우 찜갈비 세트
한우 名品 구이 세트
한우 갈비구이 세트

PREMIUM BEEF
워커힐이 엄선한 특등급 名品 육류만을 담았습니다.
한우의 깊이 있는 풍미부터 정갈한 포장까지
보내는 이의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한우 갈비 정육 세트

명월관 명품 한우 등심 구이
명월관 장향갈비
명월관 장향양념장 세트
명월관 US 안창 주물럭
명월관 US 프리미엄
등심 갈비구이 세트
Family BBQ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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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꼬리

한우 찜갈비 세트

EPA, DHA로 구성된 오메가 3 (다중불포화 지방산)를 다량 함유한 한우 꼬리 세트입니다.
지방과 단백질, 칼슘 등 각종 영양소 함유량이 높아 지친 기운을 북돋우는 영양 보양식 세트입니다.

워커힐에서 추천해 드리는 크고 부드러운 육질의 한우 찜갈비입니다.

6 kg								

명절의 전통음식인 찜갈비는 입에서 살살 녹는 육질과 풍부한 육즙으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500,000원
* 비과세 상품
원산지 | 한우(국내산)

2.4 kg								

600,000원

3.2 kg (갈비구이 1.6 kg + 찜갈비 1.6 kg)								

950,000원
* 비과세 상품
원산지 | 한우(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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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名品 구이 세트

한우 갈비구이 세트

한우 중 가장 실속 있는 부위만을 골라 구성하였으며, 입에 착 붙는 갈비의 담백한 맛을 다양한 부위별로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전통의 맛을 고수하는 워커힐에서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한우 세트로, 구이용으로 특별히 정선하였습니다.

있는 알뜰 선물 세트입니다. 특히 지방이 적고 육질이 부드러운 채끝살 등을 포함해 다양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까다롭게 엄선된 최고의 육류를 한식당 전통의 비법으로 저온숙성시켜 풍부한 육질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2.4 kg (등심 800 g + 안심 800 g + 부챗살 800 g)

							

3.2 kg (등심 800 g + 안심 800 g + 채끝 800 g + 부챗살 800 g)				

		

850,000원

2.4 kg								

900,000원

1,000,000원

3.2 kg								

1,150,000원

* 비과세 상품
원산지 | 한우(국내산)

* 비과세 상품
원산지 | 한우(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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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갈비 정육 세트

명월관 名品 한우 등심구이

갈비의 육질이 싱싱한 그대로 살아 있어 씹히는 질감이 맛을 더해주는 실속 세트로 특별히 정선된 구이용 갈비와 뛰어난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 ‘자갓 서베이(Zagat Survey)’ 한국판에서 한식당 부문 최고점을 받은 숯불갈비 전문점 명월관에서

마블링의 채끝 등심으로 갈비의 참맛을 즐길 수 있도록 엄선하였습니다.		

추천하는 등심은 한우 고유의 고소한 맛을 내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의 함량이 높아 씹는 맛이탁월하며,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질감을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2.4 kg (갈비 1.6 kg + 채끝 0.8 kg)								

900,000원

(갈비 1.6 kg + 채끝 1.6 kg)								

1,100,000원

3.2 kg

2 kg								

700,000원
원산지 | 한우(국내산)

* 비과세 상품
원산지 | 한우(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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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장향갈비
워커힐 숯불갈비 전문 레스토랑인 명월관의 장향갈비는 토종 된장을 베이스로 워커힐에서
자체 개발한 신개념 양념갈비입니다.
특급 호텔 최초로 제조 공정 특허 등록을 이룬 장향갈비는 발효 음식인 된장을 베이스로
갈비의 감칠맛과 콩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져 담백한 풍미를 더합니다. 숙성된 된장의
가수분해효소 성분이 장향갈비의 육질을 더욱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원활한
소화를 돕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월관 염영일 조리장이 선보이는 장향갈비와
함께 다채로운 맛의 오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2013.12.06

제조 공정 특허 등록
특허 제10-1341071호

2.4 kg				

450,000원

3.2 kg				

570,000원
원산지 | 소고기(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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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US 안창 주물럭

명월관 장향양념장
1984년부터 정통 한식 고기요리의 맛을 지켜온 동갑내기, 워커힐 호텔 숯불갈비 전문점 명월관과 청정원이
섬세한 맛과 향을 즐기는 미식가美食家를 위해 새로운 고기양념장을 선보입니다.
장향양념장은 명월관의 특허 출원한 메뉴 장향갈비에 사용된 숙성 된장 양념을 제품화하였습니다.
장향양념장은 기술집약적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워커힐 호텔과 청정원의 정통 장 제조 기술과 조미 노하우를 총 집약
•워커힐 호텔 I 1984년부터 국내 최고의 미식가美食家들을 만족시킨 조미 노하우
(장향갈비 숙성된장양념 특허등록번호 10-1341071호)
•청정원 I 장류 1등 기업으로서 1984년부터 양념장을 만들어온 제조 및 조미 노하우
(가열하지 않은 生된장을 제조 및 활용하여 장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전)

											

장향양념장은 맛에 민감한 미식가美食家 고객을 위한 제품입니다.
•기존 양념장보다 짜거나 달지 않은 담백하고 섬세한 맛
•인위적으로 점도를 조절하지 않아 양념과 물이 분리될 수 있고 유통기한도 짧지만
그만큼 고기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숯불갈비 전문점 명월관에서 추천해 드리는 US 안창 주물럭은 희소가치가 높은 특수 부위인 안창살을 명월관 고유의 소금
양념 방식으로 완성하여 안창살 본연의 맛을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쫄깃한 질감과 특유의 단맛은 양념과 어우러지며 풍부한 육즙과 함께 부위 본연의 뛰어난 풍미를 전합니다.

장향양념장 set

(생갈비 0.8kg + 불고기 0.8kg + 장향갈비양념소스 1Btl. + 장향불고기양념소스 1Btl.)

320,000원
* 비과세 상품
원산지ㅣ 갈비:소고기(미국산), 불고기: 소고기(국내산 한우)

2.4 kg (안창살 200g X 12入)								

480,000원

3.2 kg (안창살 200 g x 16入)								

550,000원
원산지 | 소고기(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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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US 프리미엄 등심 갈비구이 세트

Family BBQ

미국 농무부(USDA) 기준 프리미엄 퀄리티의 등심 갈비를 정성스럽게 정선하였습니다.

명절기간 가족 혹은 친지들과 외출 또는 자택에서 BBQ Party를 즐길 수 있도록 총 2가지 세트로 준비했으며,

근내 지방도(마블링), 다즙성(육즙), 향미가 우수하여 드시는 동안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LA 갈비를 비롯해 불고기, 훈제 통 삼겹살, 양갈비 등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2.8 kg (갈비 1.8 kg + 등심 1 kg)								

550,000원
원산지 | 소고기(미국산)

LA갈비 0.8kg + 불고기 0.8kg + 훈제통삼겹살 0.8kg + 양갈비 0.8kg 		

350,000원
원산지ㅣ 갈비:소고기(미국산), 불고기:소고기(국내산 한우), 삼겹살:돼지고기(국내산), 양갈비:호주산

프리미엄 정과
보이차 컬렉션
온달 명품 장조림 세트

SPECIAL GIFT SET

온달 명품 간장 게장
한우 육포
금룡 사보탕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품격 있는 선물세트를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소면

수프레모 허브티 세트
워커힐 시그니처 햄퍼 세트
Character 상품
Diffuser(Scent)
구체관절인형
수페코스메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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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정과
도라지정과, 당귀정과
도라지와 당귀를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졸여 만든 도라지정과와 당귀정과입니다.
‘오래 묵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온
도라지와 보혈작용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으로 인해 여성 건강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당귀를 엄선하여 장인의 손길과 정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은은하게 머금고 있는 쌉쌀한 향과 쫀득쫀득한 식감이 맛의 특색을 더하는 도라지정과와
당귀정과는 따뜻한 차와 함께 곁들여 드시거나, 초대손님을 위한 격식 있는 상차림
중•후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전통 한식 디저트입니다.

흑마늘
최상급 국내산 마늘만을 엄선하여 보름 동안 숙성 발효시켜 완성한 프리미엄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항암, 항산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며 생리활성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生 마늘 특유의 매운맛은 줄이고 복합적인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흑마늘로
자연과 정성이 빚어낸 깊이 있는 맛과 영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정과 & 흑마늘 세트 (도라지정과 250g + 당귀정과 250g + 흑마늘 200g)

1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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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컬렉션
시간을 거듭할수록 서서히 발효가 진행되면서 맛과 향이 더욱 깊어지는
보이차 I 普洱茶 I 에는 인류 최고 I 最古I 의 교역로 차마고도 I 茶馬古道I 의 역사와
기다림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운남성 맹해지역 해발 1,700m의 포랑산 자락의 300년 이상 된
야생 고차수 I 古茶樹 I 찻잎을 하나 하나 채엽하여 만든 노반장은
희소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그윽한 풍미와 빼어난 수색에
최상급 보이차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야생 고수차 명산인 망지 I 莽枝I 차산의 화운(망지)와
맹송 I 勐宋I 차산의 화운(맹송)으로 구성된 보이차 컬렉션을
워커힐 티 소믈리에의 엄선 아래 품격과 신뢰를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Set 1 화운(맹송) | 357g, 1편 |

300,000원

Set 2 화운(망지) | 357g, 1편 |				

770,000원

Set 3 노반장 | 357g, 1편 |			

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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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 명품 장조림 세트

온달 명품 간장 게장

워커힐 장인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명품 장조림 세트는 천연 양념만으로 오랜 시간 조리하여 재료 본연의 맛과 함께 담백한

일반 간장 게장과 달리 양념이 깊이 배도록 긴 숙성 기간을 거쳐 만든 온달 명품 간장 게장은 담백한 맛뿐만 아니라 지방이

맛의 깊이가 일품입니다.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원활합니다. 로이신, 아르기니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워커힐에서 준비한 장조림 세트에는 전복, 백화고, 더덕, 송이버섯이 각각 2종과 4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약자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효과적인 건강식품입니다.

Set 1 : 2종 백화고, 더덕 (각 300 g, 총 600 g)		

						

180,000원

Set 2 : 2종 전복, 송이버섯 (각 300 g, 총 600 g)		

						

300,000원

Set 3 : 4종 전복, 백화고, 더덕, 송이버섯 (각 300 g, 총 1.2 kg)						

450,000원

온달 명품 간장 게장 3 kg

						

550,000원
원산지 | 꽃게(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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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포

금룡 사보탕

육포는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신문왕 3년의 폐백품목에서 처음 나타난 기록이 있습니다.
소고기 자체가 귀한 데다가 고기 손질과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류층에서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했던 음식이라고 전해집니다. 한우 육포에는 장인의 고집스러운 정성이 담겨있습니다.
최고급 한우 홍두깨살을 엄선하여 천연 양념에 재우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드시는 분의 건강을 생각하여 어떠한 인공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한우 고유의 깊고 담백한 풍미가
두툼한 육질을 씹을수록 은은하게 배어 나오며, 전통 육포 고유의 자연스러운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우 육포 600g

					

250,000원
원산지 | 한우(국내산)

중국 4대 요리이자 미각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광동 요리를 기반으로 진귀한 요리들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워커힐 중식당 금룡의 대표 메뉴 ‘사보탕’은 ‘해삼, 전복, 자연송이’를 뜻하는 사보 四寶를 주재료로
건륭황제가 즐겨 먹던 만한전석 滿漢全席(호사스러움이 극치를 이루는 중국 청대의 궁중음식)을
‘영양, 미각, 건강’이라는 조리철학과 노하우로 재해석하여 보양을 돕는 진귀한 식재료들을 12시간 이상
정성으로 고아 쪄내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완성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고 본래의 영양을 높여 만든
프리미엄 보양식입니다.

금룡 사보탕 260g X 6入

						

360,000원

원산지 | 사보탕 육수 [돼지고기(국내산), 닭고기(국내산), 소고기(국내산)], 전복(국내산), 소라(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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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소면

수프레모 허브티 세트

영양이 풍부한 단호박, 자색고구마, 메밀, 녹차 식재료와 프리미엄 밀가루를 혼합하고 다가수 제조공법과

수프레모의 티세트는 자사소유의, 거대한 안데스 능선의 농장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재배되며,

발효건조를 통하여 제조된 오색면은 어머니가 직접해 주시는 국수처럼 쫄깃하고 찰지면서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개별 밀봉 포장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차는 안데스의 허브향을 그대로 품고

잘 퍼지지 않는 맛이 일품입니다. 맛과 품질로 신뢰를 넘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까지 배송됩니다. 티백을 여는순간 퍼지는 안데스의 허브의향과 탁월한 효과를
수프레모를 통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실론프리미엄
애플&시나몬 홍차

					

4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최상품의 실론 잎에 부드러운 천연 사과와 계피향을 입혔습니다. 하루중 어느때라도 마시기 좋습니다.

얼그레이 홍차

실론섬에서 재배되는 가장 좋은 잎에 천연 베라가뭇의 향으로 맛을 낸 홍차입니다.

로즈힙 허브차

로즈힙은 이뇨작용이 탁월해 다이어트에 매우 좋으며 카페인이 없고 영양이 풍부해 임산부도 음용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의 함량이 레몬의 20배가량 들어 있으며, 칼슘의 상승, 단백질 지방질의 소화, 흡수를 촉진합니다.

카모마일
허니 허브차

카모마일의 방향유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두통, 편두통, 신경통 등 통증과 염증에도 좋습니다.

플렌테인 허브차

오색면 300 g x 5入		

실론섬에서 재배되는 최고품질의 실론으로 만들어진 실론프리미엄은 가공, 포장과정에서도 다른 제품과는
차별되어진 픔질관리로 '프리미엄'의 이름에 손색없는 맛과 품질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수렴기능이 있어 감염예방과 위궤양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프레모 홍차 티박스 세트 (홍차세트 60入 + 전용목상자)

50,000원

수프레모 홍차 + 허브티 티박스 세트 (홍차세트 30入 + 허브티 30入 + 전용목상자) 		

5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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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시그니처 햄퍼 세트
2017 워커힐 뉴브랜딩을 기념해 만든 다양한 시그니처 상품들로 이루어진
워커힐 햄퍼 세트입니다. 워커힐 소믈리에가 엄선한 와인부터 시그니처 블렌드 커피 원두,
프리미엄 초콜릿, 은은한 디퓨저 그리고 스텐인리스 머그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풍요로운 명절의 의미와 어울리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올 추석 워커힐 햄퍼 세트로 소중한 분들께 마음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맞춤 구성도 가능합니다.

Set 1 워커힐 시그니처 스페셜 햄퍼 세트			

400,000원 부터~

Set 2 워커힐 시그니처 미니 햄퍼 세트 2호
137,000원

(시그니처 와인/초콜릿/워커힐 로고 머그컵)

Set 3 워커힐 시그니처 미니 햄퍼 세트 1호
(시그니처 와인/커피/초콜릿/디퓨져)

			

1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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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캐릭터 인형

워커힐 디퓨저
Grand Walkerhill Seoul Open을 기념하여 개발한 워커힐 시그니처 향으로 만든 디퓨저로

워커힐 패밀리 WALKERHILL FAMILY

실내 및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Grand Walkerhill Seoul Open을 기념하여 개발한 워커힐 신규 캐릭터로 ‘사랑’을 상징하는 ‘아람이’와
‘건강’을 상징하는 ‘차람이’, ‘우정’을 상징하는 ‘가람이’로 패밀리를 구성해
워커힐의 Family Friendly 콘셉트를 담았습니다.

우기 서린 새벽 숲, 촉촉한 땅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이끼 냄새와 뿌리의 잔향이
오감을 일깨워주는(Awakening Senses) 워커힐의 시그니처 향입니다.

가람이 얼굴 쿠션 		

					

Set 1 가람이 목 쿠션 (White Color & Blue sky Color 2종) 			
Set 2 워커힐 패밀리 (아람이 / 차람이 / 가람이 Secondary Color 3종) 		

30,000원
50,000원
10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Revive in Nature By WALKERHILL Diffuser+Stick 200ml, 6.8fl oz

		

77,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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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FF'E Cosmetic

구체관절인형

우리 숲에서 키운 국내산 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SOFFE ' E Cosmetic 3종은

레진으로 만들어진 100% 수제 구체 관절 인형으로 글라스로 만들어진 눈과 얼굴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 건조한 피부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붓과 에어브러쉬로 작업하여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소수의 컬렉터만을 위한 작품으로 인형의 옷은 사람의 옷과 동일한 패턴으로 제작되어 있어 희소성을 더합니다.

Ringo Limited Edition(15cm) PIPOS PI 동물 시리즈 중 베스트 셀링 아이템 - 고양이

440,000원

BeBe Pang Limited Edition(15cm) PIPOS PI 동물 시리즈 중 베스트 셀링 아이템 - 고양이

440,000원

민감해지고 지친 피부를 다독여주고 정돈해 줍니다.
SOFFE ' E Cosmetic 3종으로 명절 준비로 지친 피부에 활력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CURO Limited Edition(23cm) PIPOS PI 동물 시리즈 토끼 인형 부엉이. 드레스는 100% 손바느질로 제작된 제품		
462,000원
Piyo Pang Limited Edition(23cm) PIPOS PI 동물 시리즈 페르시안 고양이. 인형 귀부분이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

462,000원

Set 1 마스크 팩 4P 선물 세트			
Set 2 마스크 팩 10P선물 세트

Rabi Pang Limited Edition(23cm) PIPOS PI 동물 시리즈 페르시안 고양이. 인형 귀부분이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

462,000원
Deer Rotie Limited Edition(26cm) 귀여운 여자아이 인형. 머리에 사슴뿔을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

737,000원

		

Set 3 앰플 & 크림 세트		

		

45,000원
100,000원
23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WINE SELECTION
특별한 순간을 위한 최고의 선택,
워커힐 명품 소믈리에가 엄선한
와인 특선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세요.

Chene Bleu
Astralabe
Chene Bleu
Abelard
Chene Bleu Hel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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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WINE SELECTION
워커힐 서울 소믈리에가 엄선한 시그니처 와인으로 오직 워커힐 호텔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와인입니다.
쉔 블루는 와인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Super Biodynamic 농법으로 운영하여,
Super Rhone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보여 주는 와인입니다.

Chene Bleu Astralabe 쉔 블루 아스트랄브					
| 품 종 | 그리나쉬 75%, 시라 25%
| 지 역 | A.O.C Mont Ventoux, Provence
| 생산국 | 프랑스

9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Chene Bleu Abelard 쉔 블루 아벨라르

300,000원

| 품 종 | 그리나쉬 80%, 시라 20%
| 지 역 | Mont Ventoux, Provence, VDP
| 생산국 | 프랑스

Chene Bleu Heloise 쉔 블루 엘로이즈

300,000원

| 품 종 | 시라 65%, 그리나쉬 30%, 비오니에 5%
| 지 역 | Mont Ventoux, Provence, VDP
| 생산국 | 프랑스

Set 1 Super Rhone 쉔 블루 아스트랄브 + 아벨라르 + 엘로이즈 			

600,000원

Set 2 Endless Love 쉔 블루 아벨라르 + 엘로이즈

500,000원

		

가격대별 구성

가격대별 구성

14,000 ~ 49,000

50,000 ~ 132,000

09
page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Set 1 4종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14,000원

Set 4 18入 워커힐 빈투바 초콜릿						

		

18,000원

Set 2 9종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30,000원

Set 3 16종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48,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15
page

59
page

Set 3 : 1종 대추야자 270g				

		

25,000원

* 비과세 상품

28,000원
29,000원

Set 2 : 1종 피칸 스낵 170g				

29,000원
* 비과세 상품

62
page

Set 1 가람이 목 쿠션 (White Color & Blue sky Color 2종) 			

가람이 얼굴 쿠션 				

30,000원

15
page

프리미엄 소면
오색면 300g x 5入						

40,000원

Set 4 : 2종 호두 스낵 160g + 피칸 스낵 170g			

59,000원

Set 7 : 4종 마카다미아 & 피스타치오 스낵 250g
+ 호두 스낵 160g + 피칸 스낵 170g + 포도 스낵 60g

132,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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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디퓨저
Revive in Nature By WALKERHILL Diffuser+Stick 200ml, 6.8fl oz 				

SOOFF'E Cosmetic
Set 1 마스크 팩 4P 선물 세트			

45,000원

17
page

어진선, 활 전복죽
御珍鮮, 활 전복 죽 260 g x 6入					

SUPEX 명품 김치
소형 포장 세트 300g x 6入 (배추김치 3종, 오이소박이, 깍두기, 나박물김치 각 1종)		

46,000원

8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68
page

워커힐 WINE SELECTION

Chene Bleu Astralabe 쉔 블루 아스트랄브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31
page

77,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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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어진선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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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49,000원

워커힐 캐릭터 인형

50,000원

워커힐 캐릭터 인형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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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Set 2 워커힐 패밀리 (아람이 / 차람이 / 가람이 Secondary Color 3종) 		
* 비과세 상품

Set 1 : 1종 호두 스낵 160g				
Set 6 : 1종 대추야자 270g X 2入				

수프레모 홍차 티박스 세트 (홍차세트 60入 + 전용목상자)

수프레모 홍차 + 허브티 티박스 세트 (홍차세트 30入 + 허브티 30入 + 전용목상자)

어진선, 견과류 특선
Set 5 : 1종 대추야자 230g				

수프레모 허브티 박스

9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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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FF'E Cosmetic

29
page

워커힐 GOURMET 세트

Set 2 마스크 팩 10P선물 세트

		

100,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Set 1 수제 소시지 3팩 + 슬라이스 훈제 연어 3팩 + 수펙스 김치 1팩		

130,000원

가격대별 구성

가격대별 구성

137,000 ~ 300,000

137,000 ~ 300,00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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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시그니처 햄퍼세트
Set 2 워커힐 시그니처 미니 햄퍼 세트 2호 (시그니쳐 와인/초콜릿/워커힐 로고 머그컵)

137,000원

Set 3 워커힐 시그니처 미니 햄퍼 세트 1호 (시그니쳐 와인/커피/초콜릿/디퓨져) 			

196,000원

SUPEX 명품 김치

프리미엄 정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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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GOURMET 세트

프리미엄 정과 & 흑마늘 세트 (도라지정과 250g + 당귀정과 250g + 흑마늘 200g)

200,000원

Set 3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250g x 2入 + 수제 소시지 3팩 + 슬라이스 훈제 연어 3팩		

290,000원

158,000원

Set 2 배추김치 3kg, 갓김치,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나박물김치, 백김치, 파김치 각 500g

171,000원

Set 3 배추김치, 파김치 각 3kg						

198,000원
240,000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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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FF'E Cosmetic

Set 4 소시지 7종, 햄 1종/ 배추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각 500g		

한우육포

Set 1 훈제연어						

180,000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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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2 프리미엄 훈제연어

200,000원

Set 3 스파이시 훈제연어						

220,000원

Set 4 훈제연어, 화이트 와인 1병						

240,000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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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Set 5 프리미엄 훈제연어 + 화이트 와인 1병						

260,000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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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WINE SELECTION

SUPEX 훈제연어

워커힐 소시지
Set 1 햄 1종, 소시지 7종

			

180,000원

Set 2 햄 1종, 소시지 11종

			

250,000원

			

300,000원

온달 장조림 세트
Set 1 2종 백화고, 더덕 (각 300 g, 총 600 g)				

180,000원

Set 2 2종 전복, 송이버섯 (각 300 g, 총 600 g) 			

300,000원

185,000원

Set 2 수제 소시지 2팩 + 슬라이스 훈제 연어 4팩 + 수펙스 김치 2팩 + 화이트 와인 1병

Set 1 배추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각 1kg					

Set 3 훈제 연어, 햄 1종, 소시지 7종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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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3 앰플 & 크림 세트		

		

한우 육포 600g 				

Set 1 화운(맹송) | 357g, 1편 |				

230,000원

250,000원

300,000원

Chene Bleu Abelard 쉔 블루 아벨라르

300,000원

Chene Bleu Heloise 쉔 블루 엘로이즈

300,000원

가격대별 구성

가격대별 구성

330,000 ~ 500,000

330,000 ~ 500,00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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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장향양념장
장향양념장 set
(생갈비 0.8kg + 불고기 0.8kg + 장향갈비양념소스 1Btl. + 장향불고기양념소스 1Bt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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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GOURMET SET

43
page

명월관 장향갈비

54
page

온달 장조림 세트

45
page

명월관 US 안창 주물럭

36
page

한우꼬리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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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WINE SELECTION

320,000원

* 비과세 상품

어진선,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御珍鮮,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250 g x 6入					

330,000원

어진선, 홍삼 전복 찜
御珍鮮, 홍삼 전복 찜 200g (활 전복 원물 150g) x 6入			

450,000원

450,000원

2.4 kg				

Set 3 4종 전복, 백화고, 더덕, 송이버섯 (각 300 g, 총 1.2 kg)		

450,000원

330,000원

FAMILY BBQ
LA갈비 0.8kg + 불고기 0.8kg + 훈제통삼겹살 0.8kg + 양갈비 0.8kg 		

2.4 kg (안창살 200g X 12入)				

480,000원

350,000원

금룡 사보탕
금룡 사보탕 260g X 6入 				

6 kg				

* 비과세 상품

500,000원

360,000원

워커힐 시그니처 햄퍼세트
Set 1 워커힐 시그니처 스페셜 햄퍼 세트			

Set 4 전복 자연송이 맑은 탕 250g x 4入 + 수제 소시지 2팩 + 슬라이스 훈제 연어 3팩 + 화이트 와인 1병

400,000원 부터~

구체관절인형
Ringo Limited Edition(15cm) PIPOS PI 동물 시리즈 중 베스트 셀링 아이템 - 고양이

440,000원

BeBe Pang Limited Edition(15cm) PIPOS PI 동물 시리즈 중 베스트 셀링 아이템 - 고양이

440,000원

CURO Limited Edition(23cm) PIPOS PI 동물 시리즈 토끼 인형 부엉이. 드레스는 100% 손바느질로 제작된 제품

462,000원

Piyo Pang Limited Edition(23cm) PIPOS PI 동물 시리즈 페르시안 고양이. 인형 귀부분이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

462,000원

Rabi Pang Limited Edition(23cm) PIPOS PI 동물 시리즈 페르시안 고양이. 인형 귀부분이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

462,000원

Set 2 Endless Love 쉔 블루 아벨라르 + 엘로이즈

		

500,000원

가격대별 구성

가격대별 구성

550,000 ~ 770,000

550,000 ~ 770,00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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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US 안창 주물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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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US 프리미엄 등심 갈비구이 세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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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g (안창살 200 g x 16入)				

2.8 kg (갈비 1.8 kg + 등심 1 kg)				

명월관 명품 한우 등심 구이

550,000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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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0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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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관절인형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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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온달 명품 간장 게장
온달 명품 간장 게장 3 kg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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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장향갈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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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X 명품 김치

33
page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37
page

한우 찜갈비 세트

68
page

워커힐 WINE SELECTION

550,000원

570,000원

3.2 kg				

SUPEX 명품 김치 6개월 배송 상품권 (총 24kg)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25 cm (10미)		

2.4 kg				

Set 1 Super Rhone 쉔 블루 아스트랄브 + 아벨라르 + 엘로이즈 			

576,000원

* 비과세 상품

600,000원

* 비과세 상품

600,000원

* 비과세 상품

600,000원

2 kg				

Deer Rotie Limited Edition(26cm) 귀여운 여자아이 인형. 머리에 사슴뿔을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		

Set 2 화운(망지) | 357g, 1편 |				

700,000원

737,000원

770,000원

가격대별 구성

850,000 ~ 1,800,0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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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名品 구이 세트
2.4 kg (등심 800 g + 안심 800 g + 부챗살 800 g)				

* 비과세 상품

850,000원

3.2 kg (등심 800 g + 안심 800 g + 채끝 800 g + 부챗살 800 g)			* 비과세 상품

1,000,000원

한우 갈비구이 세트
* 비과세 상품
2.4 kg							
* 비과세 상품
3.2 kg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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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원
1,150,000원

한우 갈비 정육 세트
2.4 kg (갈비 1.6 kg + 채끝 0.8 kg)			

* 비과세 상품

900,000원

3.2 kg (갈비 1.6 kg + 채끝 1.6 kg)					* 비과세 상품

1,100,000원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27 cm (10미)		

* 비과세 상품

920,000원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29 cm (10미)		

* 비과세 상품

1,380,000원

* 비과세 상품

950,000원

37
page

한우 찜갈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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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X 명품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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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3.2 kg (갈비구이 1.6 kg + 찜갈비 1.6 kg)				

SUPEX 명품 김치 12개월 배송 상품권 (총 48kg)			

Set 3 노반장 | 357g, 1편 |			

1,152,000원

1,800,000원

따스한 정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의 품격까지 높여 드리는 2017 추석 선물 특선을
온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 드립니다.

177 Walkerhill-ro, Gwangjin-gu,
Seoul, 04963, Korea
Tel. 82. 2. 455. 5000
Fax. 82. 2. 452. 6867

www.walkerh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