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은 한 해 동안의 결실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입니다.

그동안 워커힐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추석에는 워커힐의 품격과 가치를 담아 완성한

『워커힐 추석 선물 특선』을 제안합니다.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에서 자체 개발한 신개념 양념갈비인 명월관 장향갈비, 

인기 HMR 제품만을 모아 놓은 워커힐 스페셜 선물세트, 

20년 이상의 연구와 100%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명품 김치 세트, 

그리고 워커힐만의 훈연 방식으로 만든 최상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홈메이드 훈제연어 등 

워커힐 조리 명인들이 준비한 최고 품질의 먹거리를 온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워커힐 추석 선물 특선』으로 정성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황  일  문 拜上

Greetings



PREMIUM SMOKED SALMON
Enrich your everyday life with gourmet treats

from The Deli



훈제연어	 	180,000원

훈제연어,	화이트	와인	1병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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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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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연어	(노르웨이산)



FINEST QUALITY MEATS
Enrich your everyday life with gourmet treats

from The D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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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1종,	소시지	7종											           180,000원

워커힐
소시지	세트

워커힐이 선보이는 소시지 세트는 특등육만을 엄선하여 정통 독일식 홈메이드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천연의 향신료만을 사용하여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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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요리를	곁들인	햄구이나	야채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	요리로	좋습니다.

Garlic Sausage

Paprika Sausage 
Beer Sausage

Hunter Sausage

Wiener / 
Hot Dog Sausage 

Veal Bratwurst 

Cooked 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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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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추김치는 물론 계절별 제공되는 다양한

김치까지 식탁 위의 건강한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배추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오이 소박이 나박물김치

갓김치 깍두기 열무김치백김치 열무 물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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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배추김치	(국내산	-	배추,	고춧가루),	김치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국내산)					※식자재	수급에	따라	구성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배추김치,	나박물김치	각 3kg	 	 	 	 144,000원

배추김치	3kg,	기타김치	500g	*6종 (계절에	따라	구성	상이)            1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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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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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힐
명월관
갈비탕

워커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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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탕	600g X 6入	 	 	 	         1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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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	원산지	|	소고기	육수	(마구리,	잡뼈:	국내산	한우),	소고기	(우갈비,	양지:	미국산)	+	육개장	원산지	|	소양지	(미국산),	소설깃살	(호주산)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명월관	갈비탕+온달	육개장	세트ㅣ갈비탕 600g X 3入	+	육개장 600g X 3入	 	   92,000원





워커힐
온달

육개장

조선 사대부 요리와 궁중음식을 재해석해 선보이며 그 맛과 품격을 이어가는

워커힐 한식당 온달 육개장은 ‘맑은 파장국’ 이라고도 불리우며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온 대표적 보양음식입니다.

정성껏 끓여낸 깊고 진한 육수에 대파와 무를 듬뿍 넣어 얼큰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이며, 소고기 양지를 오랜 시간 삶아 얇게 썰어 넣어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원산지	|	소양지	(미국산),	소설깃살	(호주산)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육개장 600g X 6入	 	 	         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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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g	 				 	 	 	 	 	 	 1,200,000원

명월관	名品 한우 갈비

전통의 맛을 고수하는 워커힐 명월관에서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한우구이용으로 특별히 정선하였습니다.

까다롭게 엄선된 최고의 육류를 한식당 전통의 비법으로 저온숙성시켜 

풍부한 육질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원산지	|	한우(국내산)

*	비과세	상품



명월관	名品 한우 등심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 '자갓 서베이(Zagat Survey)' 한국판에서 한식당 부문 최고점을 받은

워커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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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g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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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한우	(국내산)

*	비과세	상품





2013.12.06
제조 공정 특허 등록 

특허 제10-1341071호

워커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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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월관
장향갈비

2 kg	 	 	 	 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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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소고기	(미국산)

*	배송비(퀵)	별도





온달
간장게장 

조선 사대부 요리와 궁중음식을 재해석해 선보이며 그 맛과 품격을 이어가는

워커힐 한식당 온달의 대표 메뉴 간장게장은 예로부터 선조들이 즐기던 음식이자

 '규합총서, 시의전서' 등의 고서에 수록되어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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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간장게장은 라이신,

아르기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노약자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효과적인 건강식품입니다.

원산지	|	꽃게	(국내산)

	간장게장 1kg	(1미)	X	5入	 	 	      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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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비모도시 기법이란?

				일본의	전통	소스	제조법	중	하나로,	옛	소스에	새로운	소스를	더해	

				숙성된	깊은	맛이	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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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기
장어 특선 

일식당 모에기만의 요비모도시 기법으로 완성한 특유의 깊은 감칠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워커힐 옛 일식당인 세키데이(석정) 때부터 35년간 맥을 이어 제조해온 특제 소스와 

두 번의 정선을 비롯해 찌기, 굽기 등 총 8차례의 조리과정을 거쳐 만든

장어구이의 담백한 맛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	장어	(국내산)

*	배송비(퀵)	별도

모에기	양념장어 5미	 	 	      400,000원



COSMETIC 리바이리(ReXRe)는   ‘Re:born By Re:creation’을 코어로, 아름다움에 생명의 힘을 담은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바이오기술로 재창조된 생명의 힘을 담아, 생명의 힘으로 되살아나는 피부의 재탄생을

위한 피부고민별 맞춤 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펩타이트	바이오-파밍	마스크	5P	 	 	 36,300원

미네랄	앰플	   37,000원

펩타이트	바이오파밍	마스크	5P	+	미네랄	앰플세트	 	 73,300원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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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이	얼굴	쿠션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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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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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힐
캐릭터
인형	

워커힐 패밀리는 워커힐 뉴브랜딩을 기념하여 탄생한 워커힐 시그니처 캐릭터로

워커힐을 둘러싸고 있는 한강과 아차산을 배경으로 한 아람이, 차람이, 가람이의

힐링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워커힐 패밀리 WALKERHILL FAMILY

*	10만원	미만	상품	배송료	미포함



177 Walkerhill-ro, Gwangjin-gu,
Seoul, 04963, Korea 

Tel.     82. 2. 455. 5000
Fax.    82. 2. 452. 6867 

www.walkerhill.com

따스한 정을 나누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의 품격까지 높여 드리는 2020 추석 선물 특선을

온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