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Thanksgiving Day Gift Set

2017 추석 선물 세트



Show your gratitude to someone special with a selection of handpicked gift sets for this Chuseok.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정성을 다해 준비한 품격 있는 선물 세트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입니다. 

・ 한우 꽃등심과 채끝 세트  \ 500,000
    Korean beef rib eye and sirloin steak set

・ LA 양념 갈비 세트  \ 380,000 / \ 280,000 / \ 230,000
    Marinated LA Galbi set

・ 양념 불갈비 세트  \ 360,000
    Bulgalbi(marinated beef rib) set

・ 다봉 일미(一味) 간장게장  \ 250,000
    Soy sauce marinated crab

・ 다봉 일미(一味) 간장전복  \ 250,000

    Soy sauce marinated abalone

・ 법성포 참굴비 1호 / 2호  \ 200,000 / \ 230,000
    Dried corvina No.1 / No.2

・ 부티크 와인 세트  \ 70,000
    Boutique wine set

・ 쉐라톤 리브랜딩 1주년 기념 와인 세트  \ 100,000
    Sheraton 1st anniversary wine set

・ 행운 와인 세트  \ 130,000
    Prosperity wine set

・ 오만원 식사권  \ 50,000
    Gift certificate (KRW 50,000)

・ 추석 연휴 객실 패키지  from \ 150,000  
    Chuseok Holiday Packages 

※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All prices maked are inclusive of 10% VAT.



LA 양념 갈비 세트  \ 380,000 / \ 280,000 / \ 230,000
Marinated LA Galbi set

LA 양념 갈비 세트 5kg / LA 양념 갈비 세트 3kg / LA 양념 갈비 세트 2kg, 미국산

LA Galbi 5kg / LA Galbi 3kg / LA Galbi 2kg, Place of Origin : U.S.

한우 꽃등심과 채끝 세트  \ 500,000
Korean beef rib eye and sirloin steak set

한우 꽃등심 1kg + 한우 채끝 1kg, 국내산

Beef rib eye 1kg + Sirloin steak 1kg, Place of Origin : Korea

양념 불갈비 세트  \ 360,000
Bulgalbi(marinated beef rib) set

양념 불갈비 세트 3kg, 미국산

Bulgalbi 3kg, Place of Origin : U.S.



다봉 일미(一味) 간장전복  \ 250,000
 Soy sauce marinated abalone

간장 전복 1kg, 국내산-완도

Soy sauce marinated abalone 1kg, Place of Origin : Korea(Wando)

다봉 일미(一味) 간장게장  \ 250,000
Soy sauce marinated crab

간장 게장 2kg, 국내산-안면도

Soy sauce marinated crab 2kg, Place of Origin : Korea(Anmyeondo)

법성포 참굴비 1호 / 2호  \ 200,000 / \ 230,000
Dried corvina No.1 / No.2

1호-참굴비 (10미, 22cm) / 2호- 참굴비 (10미, 23cm), 국내산-영광 법성포

No.1-Dried corvina (10ea, 22cm) / No.2-Dried corvina (10ea, 23cm), Place of Origin : Korea(Beopseongpo)



쉐라톤 리브랜딩 1주년 기념 와인 세트  \ 100,000

Sheraton 1st anniversary wine set

Kaiken Reserva Cabernet Sauvignon 2012, Argentina(Red) + Columbia Crest H3 Red Blend 2013, U.S.(Red)

부티크 와인 세트  \ 70,000

Boutique wine set

Apaltagua Gran Verano Cabernet Sauvignon, Chile(Red) + Apaltagua Gran Verano Chardonnay, Chile(White)

행운 와인 세트  \ 130,000

Prosperity wine set

Bodegas Langa Pi(π), Spain(Red) + Bodegas Langa Pi(π), Spain(White)



추석 연휴 객실 패키지  from \ 150,000  

Chuseok Holiday Packages 

■ 고메 홀리데이 패키지 – 2인 조식 및 다봉/서궁 디너 혜택

■ 팸퍼링 모먼트 패키지 – 2인 오셀라스 스파 및 클럽 라운지 혜택

*사전예약 20% 할인 : 9월 1일 ~17일까지 예약 시 적용

*추석선물세트 구매 고객 패키지 예약 시 20% 할인 (10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 체크인 시 구매 영수증 제시 필수)

■ 더 센트 오브 폴 가을 패키지 추석 연휴 기간 특가(9/30 - 10/9) 

오만원 식사권  \ 50,000

Gift Certificate (KRW 50,000)

5만원 식사권 (레스토랑 및 연회장 이용/뷔페 h'_Garden 제외)  ※법인카드 또는 현금결제만 가능

KRW 50,000 gift certificate (usable at restaurants and banquets / excluding h'_Garden)

※ Corporate credit card or cash payment only



■ 1백만 원 이상 구매 시 디럭스 객실 1박 숙박권 증정

■ 2백만 원 이상 구매 시 스위트 객실 1박 숙박권 증정

■ 호텔 멤버십 회원(S plus / Palatium), 래미안 주민 혜택 : 추석 선물 세트 구매 시 5% 할인 

※ 숙박권 증정 혜택은 할인 적용 전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멤버십 회원 및 래미안 주민 대상 할인 혜택은 숙박권 증정 혜택과 중복 적용됩니다.

※ 굴비세트, 식사권, 객실 패키지 구매 건은 제외됩니다.

※ 숙박권 증정 혜택 중복 적용을 위한 구매 금액 영수증 분할은 불가합니다.

   (예: 3백만 원 이상 구매 시 스위트 객실 1박 숙박권 1매 증정)

예약판매 : 2017년 9월 4일(월) ~ 2017년 10월 2일(월)

배송기간 : 2017년 9월 22일(금) ~ 2017년 10월 2일(월) (단, 주말 배송 불가)

사전 주문 고객에 한해 무료 배송(퀵 또는 택배, 20만 원 이상 구매 시)

*퀵 배송 가능 지역 : 과천, 분당, 일산(기타 지역) 한정(주류 세트 제외)

*호텔 직원 배송 가능 지역 : 서울권 한정

※ 모든 상품은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All prices marked are inclusive of 10% VAT.

전화 문의 및 주문  02. 2186. 6880~1 

상담 · 주문시간  9:00 AM ~ 10:00 PM

추석 선물 세트 구매 고객 감사 특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