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2.06
제조 공정 특허 등록 

특허 제10-1341071호



* 비과세 상품
원산지 | 소고기(미국산)























SET 1    4종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14,000원

SET 2    9종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30,000원

SET 3    16종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48,000원

SET 4    18入  워커힐 빈투바 초콜릿         18,000원

워커힐 시그니처 초콜릿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09
page

SET 1  2종  호두 스낵 160g + 피칸 스낵 170g                 59,000원

SET 2  1종   대추야자 230g      25,000원

SET 3  1종   대추야자 270g X 2入      49,000원

어진선, 견과류 특선

* 비과세 상품

* 비과세 상품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15
page

가람이 얼굴 쿠션     30,000원

SET 1  가람이 목 쿠션 (White Color & Sky Blue Color 2종)     50,000원

워커힐 캐릭터 인형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61
page

SET 1  마스크 팩 4P 선물 세트   45,000원

SOOFE'E Cosmetic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58
page

소형 포장 세트 300g x 6入 (배추김치 3入, 오이소박이, 깍두기, 나박물김치 각 1入)  46,000원

SUPEX 명품 김치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27 
page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베티나르디 티세트56
page 딜라이트 TEA 10종 세트     55,0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COFFEE55
page 다비도프 2종 세트(에스프레소,파인)   58,000원

디퓨져 (5종)     각 76,000원

캔들 & 디퓨져세트   104,000원

볼루스파 캔들 & 디퓨져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60
page

17
page 御珍鮮, 활 전복 죽 260 g x 6入       100,000원

어진선, 활 전복죽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베티나르디 티세트56
page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럭스 우드 허브차 5종 세트  60,000원

트래디셔널 우드 홍차 5종 세트  60,000원

아티즈널 우드 TEA 10종 세트  80,000원

SPA CEYLON59
page 스파실론 3종 (슬립미스트, 밤 1종, 핸드크림 1종 랜덤구성)  98,500원

SET 2  워커힐 패밀리 (아람이 / 차람이 / 가람이 Secondary Color 3종)   100,000원

워커힐 캐릭터 인형 61
page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CHENE BLEU ASTRALABE 쉔 블루 아스트랄브   90,000원

워커힐 WINE SELECTION64
page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COFFEE55
page 일리 2종세트 (그라운드, 빈)   77,000원

사비니 트러플 팬트리 4종세트      104,000원

사비니 오일 & 향신료세트57
page

SET 2  마스크 팩 10P선물 세트 100,000원

SOOFE'E Cosmetic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58
page



사비니 트러플 3종세트  175,000원

사비니 오일 & 향신료세트57
page

갈비탕 600g X 6入      113,000원

워커힐 명월관 갈비탕29
page

SET 4  4종  마카다미아 & 피스타치오 스낵 250g + 호두 스낵 160g + 피칸 스낵 170g + 포도 스낵 60g      132,000원
15
page

어진선, 견과류 특선 

SPA CEYLON59
page 핸드크림 2종세트 125,000원

25
page SET 1  햄 1종, 소시지 7종         180,000원

워커힐 소시지 

SET 1    배추김치, 나박물김치 각 3kg               144,000원

SET 2    배추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각 1kg               158,000원

SET 3    배추김치 3kg,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나박물김치, 백김치, 파김치 각 500g           171,000원

SUPEX 명품 김치 27
page

SET 3    네츄라 버치트리 4종세트               152,000원

SET 4    피토 버치트리 수딩 5종세트            170,000원

SOOFE'E COSMETIC58
page

기프트 캔들세트 (16종)     180.000원

볼루스파 캔들 & 디퓨져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60
page

SPA CEYLON59
page 슬립 4종 (슬립바디로션, 슬립미스트, 슬립오일, 슬립밤)  1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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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X 훈제연어 23
page

SET 1   2종   백화고, 더덕 (각 300 g, 총 600 g)     180,000원

온달 명품 장조림 세트52
page

SET 4    소시지 7종, 햄 1종/ 배추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각 500g               240,000원

SUPEX 명품 김치 27
page

불도장 280g X 2入              190,000원

금룡 불도장 51
page

프리미엄 정과 & 흑마늘 세트 (도라지정과 250g + 당귀정과 250g + 흑마늘 200g)  185,000원

프리미엄 정과33
page

SET 4  앰플 & 크림 세트    230,000원

SOOFE'E Cosmetic 58
page



CHENE BLEU ABELARD  쉔 블루 아벨라르 300,000원

CHENE BLEU HELOISE  쉔 블루 엘로이즈 300,000원

워커힐 WINE SELECTION64
page

御珍鮮, 홍삼 전복 찜 200g (활 전복 원물 150g) x 6入   330,000원

어진선, 홍삼 전복 찜 19
page

SET 2   2종   전복, 송이버섯 (각 300 g, 총 600 g)    300,000원

온달 명품 장조림 세트52
page

25
page SET 2  햄 1종, 소시지 11종        250,000원

SET 3  훈제 연어, 햄 1종, 소시지 7종     300,000원

워커힐 소시지 

한우 육포 600g     250,000원

한우육포 54
page

SET 5   프리미엄 훈제연어, 화이트 와인 1병       260,000원

SUPEX 훈제연어 23
page

LA갈비 0.8kg + 불고기 0.8kg + 훈제통삼겹살 0.8kg + 양갈비 0.8kg   400,000원

워커힐 FAMILY BBQ47
page

50
page 모에기 양념장어 5미        400,000원

모에기 장어특선 

SET 3   4종   전복, 백화고, 더덕, 송이버섯 (각 300 g, 총 1.2 kg)  450,000원

온달 명품 장조림 세트52
page

44
page 2.4 kg (안창살 800 g x 3入)    400,000원

3.2 kg (안창살 800 g x 4入)     500,000원

명월관 US 안창살 주물럭

43
page 2.4 kg    500,000원

3.2 kg    630,000원

명월관 장향갈비



36
page 6 kg    550,000원

온달 한우 꼬리

* 비과세 상품

온달 명품 간장 게장 3 kg     550,000원

온달 명품 간장 게장 53
page

SUPEX 명품 김치 6개월 배송 상품권 (총 24kg)         576,000원

SUPEX 명품 김치 27
page

SET 1  SUPER RHONE 쉔 블루 아스트랄브 + 아벨라르 + 엘로이즈    600,000원

SET 2  ENDLESS LOVE 쉔 블루 아벨라르 + 엘로이즈   500,000원

워커힐 WINE SELECTION64
page

2.4 kg    650,000원

온달 한우 찜갈비 세트37
page

* 비과세 상품

2 kg    700,000원

명월관 名品 한우 등심구이41
page * 비과세 상품

2.8 kg (갈비 1.8 kg + 등심 1 kg)    580,000원

명월관 US 프리미엄 등심 갈비구이 세트45
page * 비과세 상품

SUPEX 명품 김치 12개월 배송 상품권 (총 48kg)        1,152,000원

SUPEX 명품 김치 27
page

3.2 kg (갈비구이 1.6 kg + 찜갈비 1.6 kg)    1,050,000원

온달 한우 찜갈비 세트37
page * 비과세 상품

2.4 kg (등심 800 g + 안심 800 g + 부챗살 800 g)    890,000원

3.2 kg (등심 800 g + 안심 800 g + 채끝 800 g + 부챗살 800 g)   1,100,000원

온달 한우 名品 구이 세트38
page

* 비과세 상품

* 비과세 상품

2.4 kg       1,000,000원

3.2 kg      1,250,000원

온달 한우 갈비구이 세트39
page

* 비과세 상품

* 비과세 상품

2.4 kg (갈비 1.6 kg + 채끝 0.8 kg)      950,000원

3.2 kg (갈비 1.6 kg + 채끝 1.6 kg)     1,160,000원

온달 한우 갈비 정육 세트40
page

* 비과세 상품

* 비과세 상품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31
page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25 cm (10미)   800,000원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27 cm (10미)    1,100,000원

워커힐 영광 법성포 굴비 29 cm (10미)  1,700,000원* 비과세 상품

* 비과세 상품

* 비과세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