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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은 새해를 맞이하여 가족의 화목을 다지고 복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워커힐을 아껴주신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설에는 워커힐의 품격과 가치를 담아 완성한

『워커힐 설 선물 특선』을 제안합니다.

워커힐 최고의 셰프들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육류 세트와 워커힐 고메 세트,
인기 HMR 제품만을 모아 놓은 워커힐 간편식 선물세트,

20년 이상의 오랜 연구와 100%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명품 김치 세트,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친환경 선물세트,

그리고 워커힐 브랜드 상품으로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선물세트 등

워커힐의 온 정성과 노하우를 담아 최고 품질의 설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워커힐 설 선물 특선』으로 정성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 보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현 몽 주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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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의 정성을 담은 선물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워커힐 셰프가 선사하는 깊은 맛을 담은 워커힐 초이스부터
라이프스타일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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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HILL CHOICE
최고의 미식 문화를 향한 워커힐 초이스 상품으로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명월관 名品 한우 등심
명월관 장향갈비

워커힐 바비큐 세트

SUPEX 훈제연어

워커힐 HMR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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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名品
한우 등심

2kg
2.5kg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 ‘자갓 서베이 (Zagat Survey)’ 한국판에서 한식당 부문
최고점을 받은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에서 추천하는 등심은 한우 고유의
고소한 맛을 내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의 함량이 높아 식감이 탁월하며,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질감을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950,000원

1,150,000원

원산지 | 한우(국내산)
* 비과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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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장향갈비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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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이 육질을 더욱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원활한 소화를
돕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월관 주광식 조리장이 선보이는 장향갈비의
다채로운 맛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3.12.06

제조 공정 특허 등록

특허 제10-1341071호

2kg
2.4kg
3.2kg

600,000원
700,000원
850,000원

원산지 | 소고기(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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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BY WALKERHILL

워커힐
바비큐 세트

명절기간 가족 혹은 친지들과 즐기실 수 있도록 엄선한 바비큐 세트는 육류 3종과
워커힐 시그니처 상품인 홈메이드 훈제 연어 슬라이스 그리고 정통 독일식 홈메이드
방식의 소시지는 온 가족이 다양한 맛과 함께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에 안성 맞춤
상품입니다.

부채살 800g, 양갈비 400g, 훈제연어 슬라이스 1팩,
소시지 3종 (새우, 치킨, 블랙 퍼스트)

1,200세트 한정

260,000원

원산지 | 부채살(미국산 소고기), 양갈비(호주산), 소시지(국내산 돼지고기, 소고기 국내산 육우, 호주산 혼합사용, 국내산 닭고기)
* 비과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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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BY WALKERHILL

SUPEX

훈제연어

노르웨이 청정해역의 차갑고 깨끗한 물에서 자란 연어를 엄선하여,
특급 호텔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워커힐만의 훈연 방식으로 만든 특별한 홈메이드 훈제연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제연어

훈제연어, 화이트 와인 1병

190,000원

250,000원

원산지 | 연어(노르웨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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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BY WALKERHILL

워커힐
전복삼계탕
워커힐
곰탕

‘워커힐 전복 삼계탕’은 언제 어디서든 워커힐 호텔의 진한 삼계탕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상품입니다. 국내산 전복과 닭으로 만들어 담백하며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보양 음식 ‘워커힐 전복 삼계탕’으로 활기를 충전해보세요.
워커힐 최고의 셰프들이 쌓아온 기술력과 오랜 노하우로 프리미엄 한우 사골을
엄선하여 진하게 우려낸 곰탕입니다. 정성스럽게 우려낸 육수에 부드럽고 고소한
양지를 넣어 깊고 풍부한 맛이 일품입니다. 워커힐 곰탕의 녹진한 국물과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양지로 한 끗이 다른 곰탕의 풍미를 만끽해 보세요.

워커힐 전복삼계탕 1,200g X 2入 + 명월관 갈비탕 600g X 2入 +

온달 육개장 600g X 2入 + 워커힐 곰탕 600g X 2入 + 워커힐 보냉가방

170,000원

원산지 | 전복삼계탕: 닭고기(국내산), 전복(국내산), 수삼(국내산), 갈비탕: 소고기 육수(마구리, 잡뼈: 국내산 한우), 소고기(척갈비: 미국산,
양지: 미국산), 육개장: 소양지(미국산), 소설깃살(호주산), 곰탕: 한우잡뼈(국내산), 한우사골(국내산), 소뼈(국내산), 양지(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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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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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힐 한우 구이 세트
명월관 한우 모둠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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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ED BY WALKERHILL

워커힐
한우 구이
세트

한우 중 가장 실속있는 부위만을 골라 구성하였으며, 입에 착 붙는 한우의
담백한 맛을 다양한 부위별로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는 실속 선물 세트입니다.
특히 지방이 적고 육질이 부드러운 채끝살 등을 포함해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우 실속 세트 1.8kg (불고기 600g, 국거리 600g X 2入)

한우 알찬 세트 1.8kg (등심 600g, 채끝 600g, 부채살 600g)

260,000원

490,000원

원산지 | 한우(국내산)
* 비과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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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한우 모둠
세트

고소한 육향과 부드러운 식감, 깊은 감칠맛이 풍부한 최상급의 한우만을 까다롭게
엄선하였습니다. 명월관의 오랜 노하우로 완성한 최적의 숙성 과정을 통해 준비한
명월관 한우 모둠 세트로 깊은 감동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우 등심

1++등급의 한우만을 엄선한 한우 등심은 한우 고유의 맛을 내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의

업진살

업진살은 소가 엎드렸을 때 바닥에 닿는 뱃살로 이 부위는 살코기가 질기지 않고 근육 사이의
근간 지방이 많아 구웠을 때의 풍미와 저작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한우 불고기

함량이 높아 식감이 탁월하고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질감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우 불고기는 육즙이 풍부하고 고기의 향이 진한 앞다리 살을 엄선하여 과일과 채소를
사용한 명월관만의 특별 양념 소스와 함께 저온 숙성시켜 부드러운 질감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우 등심 400g, 업진살 500g, 한우 불고기 500g

450,000원

원산지 | 한우(국내산)
* 비과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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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HILL GOURMET

워커힐 셰프들의 정성과 자부심이 담긴 워커힐 고메 상품으로
품격있는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워커힐 소시지 세트

SUPEX 명품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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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BY WALKERHILL

워커힐
소시지 세트

워커힐이 선보이는 소시지 세트는 특등육만을 엄선하여 정통 독일식 홈메이드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천연의 향신료만을 사용하여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Garlic Sausage
Paprika Sausage
Beer Sausage
Hunter Sausage
Wiener /
Hot Dog Sausage
Veal Bratwurst
Cooked Ham

햄 1종, 소시지 7종

200세트 한정

송아지 고기와 돈 삼겹살로 만들었으며 마늘과 통후추가 들어 있어 얇게 썰어 드시면
매콤하고 특별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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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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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향신료를 듬뿍 넣고 갈참나무로 훈연하여 깊은 맛이 납니다. 구워 드시면
은은한 훈제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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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요리를 곁들인 햄구이나 야채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 요리로 좋습니다.

180,000원

원산지 | 햄(국내산 돼지), 소시지(국내산 돼지고기, 소고기 국내산 육우, 호주산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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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X

명품 김치

사계절 내내 한국인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한국 고유의 식품 김치는 맛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으로 세계적으로도 각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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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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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추김치는 물론 계절별 제공되는 다양한
김치까지 식탁 위의 건강한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배추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오이 소박이

나박물김치

백김치

갓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열무 물김치

SET 1 SUPEX 명품 김치 배추김치 3kg, 기타김치 500g *6종 (계절에 따라 구성 상이)

SET 2 SUPEX 명품 김치 3개월 배송 상품권 (총 12kg)

SET 3 SUPEX 명품 김치 6개월 배송 상품권 (총 24kg)

SET 4 SUPEX 명품 김치 12개월 배송 상품권 (총 48kg)

190,000원

336,000원
672,000원

1,344,000원

원산지 | 배추김치(국내산: 배추, 고춧가루), 김치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국내산)
※ 식자재 수급에 따라 구성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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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MADE HOME FOOD

워커힐 조리 명인들의 노하우를 담아 정성껏 만든
프리미엄 가정간편식으로 소중한 분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 워커힐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들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품질 재료를 활용하여 정성과 노하우를 담아
워커힐 R&D센터에서 개발한 워커힐 프리미엄 HMR제품은
워커힐 고메스토어 ‘르 파사쥬’와 ‘워커힐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워커힐 HMR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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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관
갈비탕

온달
육개장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의 노하우로 완성한 프리미엄 갈비탕 선물세트입니다.
고품질의 갈비를 직접 선별해 우려낸 소갈비 육수에 양지 육수를 한 번 더 더해
만들어진, 진하고 깊은 갈비탕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온 명월관 갈비탕의 맛과 품격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대부 요리와 궁중음식을 재해석해 선보이며 그 맛과 품격을 이어가는
워커힐 한식당 온달 육개장은 ‘맑은 파장국’ 이라고 불리우며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온
대표적 보양음식입니다.

명월관 갈비탕 600g X 2入 + 온달 육개장 600g X 2入 +
워커힐 곰탕 600g X 2入 + 워커힐 보냉가방

100,000원

원산지 | 갈비탕: 소고기 육수(마구리, 잡뼈: 국내산 한우), 소고기(척갈비: 미국산, 양지: 미국산), 육개장: 소양지(미국산),
소설깃살(호주산), 곰탕: 한우잡뼈(국내산), 한우사골(국내산), 소뼈(국내산), 양지(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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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
간장게장
워커힐
전복삼계탕

한식당 온달의 대표 메뉴 간장게장은 최상급 암꽃게만을 엄선해 천연 양념에
자소엽을 넣은 온달만의 비법 소스가 깊이 배도록 오랜 시간 숙성하여, 특유의
감칠맛을 자랑합니다. 차조기잎을 뜻하는 자소엽은 짠맛을 부드럽게 하고 해독 작용과
식중독 예방 등의 효능 또한 탁월합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원활하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노약자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효과적인 건강식품입니다.
‘워커힐 전복 삼계탕’은 언제 어디서든 워커힐 호텔의 진한 삼계탕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상품입니다. 국내산 전복과 닭으로 만들어 담백하며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보양 음식 ‘워커힐 전복 삼계탕’으로 활기를 충전해보세요.

온달 간장게장 1,000g (1미) X 3入 + 워커힐 전복삼계탕 1,200g X 3入 + 워커힐 보냉가방

240,000원

원산지 | 간장게장: 꽃게(국내산), 전복삼계탕: 닭고기(국내산), 전복(국내산), 수삼(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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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VEGAN

친환경 육류 세트

BREW TEA Co.

ECO-FRIENDLY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유기농 와인 & 햄퍼 세트
에코페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친환경 제품으로
선물에 가치를 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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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비건(Vegan) 객실에서 아름다운
비건 라이프를 경험해 보세요.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는
인테리어에서 푸드까지 다양한 부분에 걸쳐 동물성 제품을
배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한 친환경,
비건 전용 객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닥나무를 소재로한
식물성 한지 가죽으로 제작된 가구, 친환경 1등급 린넨류를
이용한 베딩과 친환경 어메니티, 그리고 비건 와인과 비건
음료, 스낵이 준비된 비건 미니바가 제공됩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만으로 준비한 인 룸 비건 조식은 자연과 나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비건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 드립니다.

BEGIN VEGAN 상품 구성

그랜드 비건 스위트 룸 + 인 룸 비건 조식 +
비건 미니바 + 비건 웰컴 와인 +
멜릭서 비건 뷰티 세트

KRW 360,000 ~
※

2인 기준, 세금 및 봉사료 별도

※ 객실 점유율에 따라 가격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비건 미니바 및 구성 상품은 호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EGIN VEGAN 객실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워커힐 홈페이지 www.walkerhill.com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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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ED BY WALKERHILL

친환경
육류 세트

농립축산식품부로부터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육류 세트로 항생제,
호르몬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최상 등급의 1++ 한우는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질이 골고루 분포되어, 가정에서
구워 드셨을 때 한우의 풍부한 맛과 탁월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우 무항생제 구이 세트 A 1.8kg (불고기 600g X 2入, 국거리 600g)

한우 무항생제 구이 세트 B 1.8kg (등심 600g, 안심 600g, 채끝 600g)

290,000원
580,000원

원산지 | 한우(국내산)
* 비과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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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W
TEA Co.

브루티코는 맛 좋은 티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차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찻잎을 따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비즈니스
(비콤인증,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에티컬 파트너십, 플라스틱 프리)가 항상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정말 맛있는 티를 제공하자”라는 생각에 충실하게
찻잎 소싱, 구매, 블렌딩, 시음, 티백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브루티코가 직접 합니다.
브루티코는 우리의 고객이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티타임을
자랑하고 싶게 만들고, 브루티코를 즐기는 고객이 가장 트렌디해 보이도록
상품과 문화까지 디자인 합니다.

패키지 A (얼그레이 티, 모로칸 민트 티)

패키지 B (잉글리쉬블랙퍼스트 티, 티포트, 티스쿱)

55,000원

135,000원

42 | 43

유기농
와인 &
햄퍼 세트

워커힐 소믈리에가 엄선한 시그니처 와인과 어울리는
유기농 상품으로만 구성된 오가닉 와인 햄퍼세트입니다.

워커힐 시그니처와인
(바이노 다이내믹 농법)

SUPER RHON

워커힐 소믈리에가 엄선한 시그니처 와인입니다. 쉔 블루는 와인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유기농보다 상위개념인 Super Biodynamic 농법으로 운영하여,
Super Rhone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ASTRALABE (아스트랄브)

워커힐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시그니처 와인 아스트랄브
품종 : 그리나쉬 75%, 시라 25%

ASTRALABE BLANC (아스트랄브 블랑)
풀 바디에 신선한 산미 그리고 배, 복숭아와 같은 복합적인 맛이 매력적인 와인
아스트랄브 블랑
품종 : 그르나슈 블랑 55%, 롤 20%
ENDLESS LOVE

ABELARD (아벨라르)

남성 스타일의 강렬한 쉔 블루 아벨라르
품종 : 그리나쉬 80%, 시라 20%

HELOIS (엘로이즈)
여성 스타일의 우아한 엘로이즈
품종 : 시라 65%, 그리나쉬 30%
상품구성

워커힐 시그니처 와인, 무항생제 한우 육포, 유기농 비건치즈, 유기농 치즈,
무항생제 살라미, 유기농 감자칩, 유기농 그린, 블랙 올리브, 비건 초콜릿

SET A SUPER RHONE 쉔 블루 아스트랄브 + 아스트랄브 블랑
SET B ENDLESS LOVE 쉔 블루 아벨라르 + 엘로이즈

560,000원

960,000원

*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하여 배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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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어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워커힐 호텔의
에코페어 선물세트입니다. 프리미엄 고메스토어 르 파사쥬에서 엄선한 상품들로
선한 영향력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커힐 보냉 에코백

워커힐의 친환경 경영철학과 프리미엄 이미지에 실용성을 더한 브랜드 굿즈
실용적인 수납공간과 보냉 기능을 갖춘 간편한 데일리 피크닉백입니다.

친환경 컵

커피 생두 껍질인 ‘허스크(Husk) 로 만들어진 친환경 디자인 컵
지구를 병들게 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일에 동참하는 Huskee Cup 제품입니다.

더클린커피
(친환경 패킹기업)

곰팡이 독소 없는 건강한 원두
친환경 재질 ‘에코페이퍼’ 패키지로 환경을 생각하는 ‘더클린커피’ 의 건강한 원두입니다.

슬로 그래놀라
(친환경 패킹기업)

풍부한 곡물, 견과류 그리고 메이플로 이루어진 슬로 그래놀라
포장재의 90%는 펄프, 전분, 물을 사용한 친환경 포장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알로하 컴퍼니 & 슬로의 시그니쳐 제품입니다.

Reusable Straw
달하루 양갱

(친환경 실천기업)

공정무역TEA

비건 초콜릿

에코페어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유리빨대
폐기처분 해야 하는 붕규산 유리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소다 유리만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제주산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만든 최고급 양갱
우뭇가사리의 추출물로 양갱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통해 친환경 신소재를 제작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는 기업, ‘달하루’의
제품입니다.

BREW Tea Co Tea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찻잎만을 사용하며, 티백도 solion 이라는 천연소재를 사용,
제로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상품입니다.
빈트 비건 초콜릿
유제품이나 동물성 생크림 없이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한 100% 식물성 비건 초콜릿입니다.

		

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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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OX

워커힐은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자연에서 분해되는 종이 선물포장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착제와 스티로폼이 들어가지 않아 박스 그대로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포장 선물 세트로 의미를 더해보세요.

Go Green
1963년 개관 이래 다양한 ‘친환경’ 및 ‘상생’ 활동을 펼쳐온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2021년 4월 ‘친환경 호텔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호텔 전반에 걸쳐 환경 친화적 운영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2021년 11월, 워커힐은 에너지 및 물 절약, 폐기물 발생량 저감,
녹색 구매 등 총 7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친환경 호텔 인증 ‘환경표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워커힐은 ‘그린 경영’ 실천을 통해 더 다양한
친환경 서비스와 상품 등을 소개하며 고객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

Go Green 마크를 확인해 주세요

●

워커힐은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Go Green’ 마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친환경 제품으로 선물에 가치를 더해 보세요.

* Green Box 포장 제품
워커힐 바비큐 세트 (12 페이지)
SUPEX 훈제연어 세트 (14 페이지)
워커힐 한우 구이 세트 (20 페이지)
워커힐 소시지 세트 (26 페이지)
친환경 육류 세트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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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 HOME BY WALKERHILL

워커힐의 노하우와 서비스 정신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브랜드 상품으로 감각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커힐 디퓨저 3종 세트
워커힐 구스다운
워커힐 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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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 HOME BY WALKERHILL

More Cozy and More Soft Change Your Daily Life
이제 집에서도 스위트룸의 품격과 안락함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워커힐 호텔 객실에서 만날 수 있는 프리미엄 구스다운 침구류와 욕실 용품,
그리고 워커힐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에코백과 디퓨저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UITE HOME BY WALKERHILL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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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디퓨저
3종 세트

세계적인 영국 향료 전문회사 CLP aromas의 향료를 사용한 ‘워커힐 디퓨저’ 는
자연주의와 휴식을 컨셉으로 한 3가지의 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집에서도 호텔의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도록 향기 인테리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반 포레스트
메리 블라썸
시트러스 가든

구성

싱그러운 과일에 세련된 우디와 무스 플로럴이 조화된, 새벽 안개 낀 숲 속의 나무 향기와
흙 내음이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게 하는 향.

플로럴 향이 우디와 머스크의 베이스 노트와 어우러져 단아하지만
세련된 커리어 우먼이 떠오르는, 프레쉬하면서도 관능적인 꽃 향기가 조화로운 세련된 향.

상큼한 과일과 세련된 플로럴 향에, 톤카, 우디의 조합으로 풍부하면서도
무게잡힌 시트러스 향.

단품 130ml * 디퓨저 3종 1set

워커힐 디퓨저 3종 세트

1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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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구스다운

최고급 5성 호텔 워커힐 호텔 객실에서 제공되는 최고급 구스다운 침구류
워커힐 베개와 이불로 구성된 워커힐 침구류는 최고급 폴란드산 구스다운으로 제작해
편안한 숙면을 제공합니다. 구스다운 침구류는 미세한 구스 솜털 사이에 생성되는
공기층으로 인하여 포근할 뿐 아니라, 온도와 습도에 따라 열과 습기 등을 흡수, 방출하여
쾌적한 느낌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폴란드산 구스다운은 동절기가 길며 해풍이
차가운 발트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채취되는 거위털로 보온력과 부피감이 우수합니다.

구스다운 베개 (베개 충전재 + 베개 커버)

Pillow 50X70 / 1,000g / 폴란드산 Goose KS 50:50 / 필파워 370~420
Pillow Cover 50X70 / 60수 면 100%
구스다운 이불 (이불 충전재 + 이불 커버)

Duvet 220X235 / 1,050g / 폴란드산 Goose KS 90:10 / 필파워 820~850
Duvet Cover 220X235 / 60수 면 100%

구스다운 이불 & 베개1入 set (이불 충전재 + 이불 커버 + 베개 충전재 + 베개 커버)

Pillow 50X70 / 1,000g / 폴란드산 Goose KS 50:50 / 필파워 370~420
Pillow Cover 50X70 / 60수 면 100%
Duvet 220X235 / 1,050g / 폴란드산 Goose KS 90:10 / 필파워 820~850
Duvet Cover 220X235 / 60수 면 100%
구스다운 베개 (베개 충전재 + 베개 커버)

구스다운 이불 (이불 충전재 + 이불 커버)		

구스다운 이불 & 베개1入 set (이불 충전재 + 이불 커버 + 베개 충전재 + 베개 커버)

190,000원

900,000원

1,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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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타월

최고급 사양의 Bed & Bath 린넨을 제공해 온 워커힐 호텔의 프리미엄 가정용
타월입니다. 200g의 고중량, 고밀도 제품으로 일반 타월과 비교할 수 없는 흡수력,
볼륨감을 제공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이물질과 짧은 면사를 제거하는 코밍과정을
거쳐 오래 사용해도 부드러움이 지속되고 보풀이나 먼지가 잘 나지 않으며,
일반 면사보다 섬유가 길고 잘 끊어지지 않아 사용감이 부드럽고 광택감이 좋습니다.

제품 사이즈

40cm x 80cm

제품 사이즈

40cm x 80cm

재질

재질

40수 면 100%

40수 면 100%

워커힐 타월 3ea 1set

워커힐 타월 10ea 1set

33,000원

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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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HILL SELECTION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워커힐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BOCHA
QUEENS BUCKET
영준목장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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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CHA

BOCHA는 중국차 Specialist와 파트너십을 맺고 차 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자연 친화적인 재배환경을 확인합니다. BOCHA의 보이차와 백차는 햇차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수십 년 동안 보관해 시간의 세례를 받은 노차의 맛도 추천합니다.
BOCHA의 Book Package는 카드와 사진을 봉투에 넣어 함께 보관함으로써 추억도
담을 수 있는 타임캡슐 형태의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맛, 향, 가치까지 풍부해진
자연발효 노차와 함께 시간의 추억을 느껴보세요.

BOCHA 보이차 북 패키지
BOCHA 캡슐 패키지

130,000원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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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BUCKET

쿠엔즈버킷은 참깨, 들깨가 가진 영양성분을 그대로 담아내고, 강한 향보다는 씨앗
자체가 가진 고소한 맛이 살아나도록 기존에 없던 저온 압착방식을 시도하여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참기름과 들기름을 만듭니다. 가라앉혀서 침전물을 걸러냈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바로 필터링을 거친 쿠엔즈버킷의 건강하고 신선한 오일이
전달하는 새로운 식습관을 통해 일상의 달라짐을 경험해 보세요. 참깨, 들깨가 가진
영양성분을 그대로 살린 오일이기에 먹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SET A (들기름, 진도곱창김)

SET B (프리미엄 생참기름, 프리미엄 생들기름, 유기농 조선간장)

85,000원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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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목장
치즈

영준목장은 치즈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수제 치즈 브랜드 입니다.
국내 전용 목장에서 갓 짜낸 원유를 저온살균하여 신선함을 고스란히 담아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며, 안정제와 보존료 등 첨가물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영준목장의 자연치즈 전 제품으로 구성된 영준목장치즈세트는 경성 치즈인
체다, 고다를 비롯해 구워먹는 치즈, 찢어먹는 스트링 치즈, 발라먹는 크림치즈,
토마토와 잘 어울리는 리코타를 포함한 신선 치즈4종, 치즈를 올리브오일에 숙성시킨
치즈인올리브 등 풍성하고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와인 안주는 물론 짜지 않게
만들어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준목장치즈세트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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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 구성

가격대별 구성

30,000~130,000

135,000~180,000

58
page

워커힐 타월

3ea 1set		

42
page

BREW TEA Co.

64
page

QUEENS BUCKET

58
page

워커힐 타월

32
page
62
page
62
page

패키지A (얼그레이 티, 모로칸 민트 티)		

SET A (들기름, 진도곱창김)		

10ea 1set		

워커힐 HMR 선물세트

명월관 갈비탕 600g X 2入 + 온달 육개장 600g X 2入 + 워커힐 곰탕 600g X 2入 + 워커힐 보냉가방

BOCHA

보이차 북 패키지		

BOCHA

캡슐 패키지		

33,000원

55,000원

85,000원

89,000원

42
page

BREW TEA Co.

54
page

워커힐 디퓨저

135,000원

패키지B (잉글리쉬블랙퍼스트 티, 티포트, 티스쿱)

워커힐 디퓨저 3종 세트		

149,000원

16
page

워커힐 HMR 선물세트
워커힐 전복삼계탕 1,200g X 2入 + 명월관 갈비탕 600g X 2入 +
온달
		육개장 600g X 2入 + 워커힐 곰탕 600g X 2入 + 워커힐 보냉가방

170,000원

26
page

워커힐 소시지 세트

180,000원

햄 1종, 소시지 7종 		

100,000원

64
page

QUEENS BUCKET

130,000원

66
page

영준목장치즈

SET B (프리미엄 생참기름, 프리미엄 생들기름, 유기농 조선간장)

영준목장치즈세트

		

* 200세트 한정

		

180,000원

180,000원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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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 구성

가격대별 구성

190,000~260,000

290,000~580,000

14
page

SUPEX 훈제연어

28
page

SUPEX 명품 김치

56
page

워커힐 구스다운

34
page
14
page

훈제연어		

SET 1 SUPEX 명품 김치 배추김치 3kg, 기타 김치 500g *6종 (계절에 따라 구성 상이)		

구스다운 베개 (베개 충전재 + 베개 커버) 		

워커힐 HMR 선물세트

온달 간장게장 1,000g (1미) X 3入 + 워커힐 전복삼계탕 1,200g X 3入 + 워커힐 보냉가방		

SUPEX 훈제연어

훈제연어, 화이트 와인 1병		

190,000원

190,000원

190,000원

240,000원

250,000원

40
page

친환경 육류 세트

290,000원

한우 무항생제 구이 세트 A 1.8kg (불고기 600g X 2入, 국거리 600g)		

28
page

SUPEX 명품 김치

22
page

명월관 한우 모둠 세트

336,000원

SET 2 SUPEX 명품 김치 3개월 배송 상품권 (총 12kg)		

450,000원

한우 등심 400g, 업진살 500g, 한우 불고기 500g		

20
page

워커힐 한우 구이 세트

44
page

유기농 와인 & 햄퍼 세트

490,000원

한우 알찬 세트 1.8kg (등심 600g, 채끝 600g, 부채살 600g)		

SET A SUPERRHONE 쉔 블루 아스트랄브 + 아스트랄브 블랑		

560,000원

*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하여 배송 가능
●

12
page
20
page
46
page

워커힐 바비큐 세트

부채살 800g, 양갈비 400g, 훈제연어 슬라이스 1팩, 소시지 3종 (새우, 치킨, 블랙 퍼스트)		

워커힐 한우 구이 세트

한우 실속 세트 1.8kg (불고기 600g, 국거리 600g X 2入)		

에코페어

에코페어		

260,000원

* 1,200세트 한정

40
page

친환경 육류 세트

한우 무항생제 구이 세트 B 1.8kg (등심 600g, 안심 600g, 채끝 600g)		

580,000원

260,000원

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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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 구성

가격대별 구성

600,000~950,000

960,000~1,344,000

10
page

명월관 장향갈비

2kg		

600,000원

44
page

유기농 와인 & 햄퍼 세트

SET B ENDLESS LOVE 쉔 블루 아벨라르 + 엘로이즈		

960,000원

*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하여 배송 가능
●

28
page

SUPEX 명품 김치

10
page

명월관 장향갈비

SET 3 SUPEX 명품 김치 6개월 배송 상품권 (총 24kg)

2.4kg		

10
page

명월관 장향갈비

56
page

워커힐 구스다운

08
page

3.2kg		

구스다운 이불 (이불 충전재 + 이불 커버)		

명월관 名品 한우 등심

2kg		

672,000원

700,000원

850,000원

56
page
08
page
28
page

워커힐 구스다운

구스다운 이불 & 베개1入 set (이불 충전재 + 이불 커버 + 베개 충전재 + 베개 커버)

명월관 名品 한우 등심

2.5kg		

SUPEX 명품 김치

SET 4 SUPEX 명품 김치 12개월 배송 상품권 (총 48kg)		

1,050,000원

1,150,000원

1,344,000원

900,000원

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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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정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의 품격까지 높여 드리는 2022 워커힐 설 선물 특선을

온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 드립니다.

177 Walkerhill-ro, Gwangjin-gu,
Seoul, 04963, Korea
호텔 대표 전화 : 1670-0005
선물 예약 및 문의 : 010-4936-4479 (10:00 ~ 20:00)

www.walkerh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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