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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세트



롯데호텔�부산에서는�민족�대명절�설을�맞이하여
다양한�상품으로�엄선한�설�선물�세트를�판매합니다.

정성가득한�설�선물�세트로�소중한�분께
품격있는�감사의�마음을�전하시기�바랍니다.



롯 데 호 텔 명 품 기 프 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세느 뷔페 이용권
112,000원                    100,800원

식사 (와인 1잔, 생맥주 무제한 포함)

Macallan
Rare Cask            800,000원

문의 : 롯데호텔 부산 더라운지 앤 바

         (051.810.6430)

Macallan
NO.6               14,500,000원

문의 : 롯데호텔 부산 더라운지 앤 바

         (051.810.6430)

밀키트
바비큐 세트            80,000원

양갈비 6쪽, 랍스터 2마리(4조각),

소시지 2개, 구이용 채소,

그린샐러드 & 드레싱, 토마토, 양갈비 소스

※부산지역한정 당일 퀵 배송

※사전예약 필수

Grand Cru
Wine Set           5,200,000원

샤또 오브리옹 15

샤또 라필드로췰드 15

오퍼스원 15

프리에르 로크 본 로마네 13

세냐 15

※행사 미적용 품목 

샤또 무똥
로칠드 2000        6,700,000원

문의 : 롯데호텔 부산 라세느

         (051.810.6390)

Remy Martin
Louis 13세         6,500,000원

문의 : 롯데호텔 부산 더라운지 앤 바

         (051.810.6430)



정 육

초원의 건강함을 전합니다



프리미엄 횡성한우
명품 세트 1호      1,000,000원

횡성 한우 (3.6kg)

[안심 1.2kg, 등심 1.2kg, 채끝 1.2kg]

※횡성한우

한우 실속 세트      100,000원

한우 불고기 350g*2ea,

한우 산적 350g*1ea

한우 국거리 350g*1ea

※행사 미적용 품목

한우 곰거리 세트    150,000원

한우 4.5kg

[한우 통사태, 한우 사골, 한우 꼬리]

명품 황토 한우
정육 세트              760,000원

등심 600g, 안심 600g, 채끝 600g, 살치살300g,

부채살 300g, 업진육 300g,치마살 300g

※한우++

차요 명품 한우
2인 세트               400,000원

등심 200g ,안심 200g, 채끝 200g, 살치살 200g,

부채살 200g, 업진육 200g, 치마살 200g

※한우++

프리미엄 횡성한우
명품 세트 4호        550,000원

횡성 한우 (1.8kg)

[안심 600g , 등심 600g, 채끝 600g]

※횡성한우

프리미엄 횡성한우
명품 세트 5호        350,000원

횡성 한우 (1.8kg)

[등심 600g, 불고기 600g, 국거리 600g]

※횡성한우

LA 갈비 세트        250,000원

LA갈비 세트 4kg

※냉동

와규 구이 세트       350,000원

등심 800g, 부채살 800g, 치마살 800g

명품 한우 정육 세트  600,000원

한우 안심 1kg, 한우 알등심 1kg, 

한우 불갈비 1kg

※한우+



수 산 물

바다의 신선함을 전합니다



제주 은갈치 / 옥돔 세트
                           210,000원

은갈치 400g이상*2미

옥돔 250g이상*3미

영광 법성포 전통
섶장 굴비 세트 A   280,000원

참굴비 10미 (1.2kg 이상)

영광 법성포 전통
섶장 굴비 세트 B    500,000원

참굴비 10미 (1.6kg 이상)

명품 전복 세트       250,000원

18~20미 / box, 2kg

※부산지역한정 당일 퀵배송

통보리굴비 세트     120,000원

5마리 (22~23cm)

프리미엄 죽방멸치,
미역 선물 세트       110,000원

자른미역 20g*4ea,

죽방멸치 볶음용 100g*2종,

죽방멸치 대멸 100g*1종



특 산 품

손맛이 담긴 시간과 정성을 전합니다



수제 과일 식초 세트  100,000원

깔라만시 식초 460g, 패션후르츠 식초 460g,

파인애플 식초 460g, 비트자몽 식초 460g

수제 과일청            90,000원

청귤청 360g, 석류청 360g,

패션후르츠 360g

해담정 프리미엄 건과 세트   80,000원

미국산 호두 170g, 호주산 마카다미아 180g,

페루산 브라질너트 210g, 미국산 구운 아몬드

200g, 인도산 구운 케슈넛 180g

한과 (화조)           140,000원

한과 (오죽헌)        110,000원

한과 (꽃새댁)          90,000원

한과 (새악시)          55,000원 

어라운드 블루 발사믹
2종 세트               57,000원

레오나르디 화이트 발사믹 콘디멘토 4년

250ml, 레오나르디 모데나산 발사믹 비니거

2메달(블루) 4년 250ml

어라운드 블루 오일
2종 세트                 46,000원

발더라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오히블랑카 250ml, 발더라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피쿠도 250ml

산꿀 자연송이       180,000원

도자기600g*2 [벌꿀(국산)90%, 자연송이(국산)10%]

자연송이 장아찌    140,000원

장아찌 350g*1단지 [자연송이(국산)50%]

산꿀 자연송이         95,000원

도자기600g*1[벌꿀(국산)90%, 자연송이(국산)10%]

기순도 명인의 장
오복세트                65,000원

유기전통간장 300ml, 쌀조청 200g,

전통고추장 180g, 전통된장 180g,

죽염 140g

기순도
전통장                  80,000원

현미보리된장 500g, 전통고추장 500g



해통령 프리미엄 
천연 조미료 세트    110,000원

유리병:굴분말 80g, 멸치해물분말 80g,

새우분말 80g, 꽃게분말 100g

다시백:옛날 궁중다시백, 꽃게 해물다시백

각 84g(14g*6ea), 프리미엄 해물다시팩120g

(60g*2ea),정치망 특품멸치(해통령 은멸)

130g

해통령
바다의 향기 세트      75,000원

유리병:새우분말 80g, 다시마분말 100g,

표고버섯분말 40g

스틱:굴분말 스틱, 멸치분말스틱 각 10스틱

80g(8g*10ea)

다시백:표고 해물다시백, 디포리 해물다시백

각 144g(18g*8ea)

다릿돌 미역 세트      40,000원

미역 20g*12봉

다릿돌 미역 & 다시마 세트   47,000원

미역 100g*2봉, 다시마 150g*1봉

국내산 소고기 복합 육포   100,000원

편포 70g*3ea, 견과 150g*2ea

호주산 소고기 견과 육포     55,000원

견과 150g*4ea

광천김 명품 세트     45,000원

명품 전장20g*5봉, 캔 30g*4개

광천김 돌김 세트     45,000원

무조미 전장12g*5봉, 캔 40g*4개

상황버섯 선물 세트  106,000원

절편 240g GAP 인증

백화고 팔각함 세트  150,000원

백화고 500g

프리미엄 영광고추장
굴비 세트             160,000원

고추장 굴비 500g*2단지

영광 고추장 굴비      85,000원

고추장 굴비 500g*1단지

김태완 명란젓 A    130,000원

명란젓 1.5kg

김태완 명란젓 B      50,000원

명란젓 500g

흑화고 견과 세트     100,000원

흑화고 150g, 표고채 120g, 호두 120g,

아몬드 190g, 캐슈너트 170g,

브라질너트 170g

버섯 종합 세트        75,000원

백화고 80g, 다화고 50g, 표고 50g,

표고채 35g, 표고분말 100g, 표고쌀 50g



홍삼정 로열          165,000원

홍삼정 로열 240g*1병

방짜 조각
송학 수저 세트      120,000원

수저2pcs, 저분 2모

방짜 민자 연수저 세트  75,000원

수저 2pcs, 저분 2모

방짜 황금복잔 세트  70,000원

잔 2p, 양단케이스 1p

방짜 유기 송학
1인 반상기 세트     280,000원

옥식기, 대접, 숟가락, 젓가락, 수저받침

방짜 유기 민자
1인 반상기 세트     230,000원

옥식기, 대접, 숟가락, 젓가락, 수저받침 

로네펠트 세트          68,000원

로네펠트 티 48ea

다비도프 A 세트     37,000원

다비도프 커피 2병 (파인아로마 100g, 리치

아로마 100g)

다비도프 B 세트     57,000원

다비도프 커피 3병 (파인아로마 100g, 리치

아로마 100g, 에스프레소 100g)

허니자 더블 세트     70,000원

피나무 꿀 500g*1병, 밤꽃꿀 500g*1병

왕실 쌍화차             38,000원

 쌍화차30g*30포

구증구포
홍삼 추출액 60      180,000원

80ml*30포

홍삼정 원데이 원타임    130,000원

10ml*30포

홍삼정 봉밀 원데이 원타임 79,000원

10ml*30포



주 류

자연과 시간의 향기를 전합니다



이태리 와인 세트     210,000원

반피 B.D.M 14

반피 R.D.M 17

호주 와인 세트                         140,000원

펜폴즈 빈 2 칼림나 쉬라즈 18

펜폴즈 쿠능가 힐 까베르네쇼비농 17

아르헨티나 와인 세트  60,000원

트리벤토 리저브 말벡 18

트리벤토 리저브 까쇼 18

미국&칠레 와인 세트  90,000원

몬테스 알파 까베르네 쇼비뇽 17

카이켄 울트라 말벡 18

프랑스 와인 세트     110,000원

샤또 닥상 14

샤또 뚜 르 프리그냑 14

미국 와인 세트 A    135,000원

덕혼 데코이 까베르네 쇼비뇽 18

덕혼 데코이 멜롯 18



D.V 카테나 말벡       65,000원

D.V 카테나 말벡 17

1865 골프백 세트                 70,000원

1865 골프백 세트 18

미국 와인 세트 B      55,000원

롱반 리저브 까베르네 쇼비뇽 18

롱반 리저브 샤도네이 19

문배주 명작 세트      85,000원

문배주 500ml*1병

도자기 잔 2개

사시통음주 세트      130,000원

사시통음주 600ml*1병

도자기 잔 2개



선물 상담

- 제품 사진은 이미지 컷으로 실제 구성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류를 제외한 제품은 신선한 상품 배송을 위해 최소 �일 전에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은 무료배송이 가능합니다.

- 전복 제품은 부산지역에 한하여 배송이 가능합니다.

- 사전 예약 시 ��% 할인 적용 [ 사전 예약주문 할인 기간 : ����. �. � (월) ~ ����. �. �� (금) ]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   예금주: (주)부산롯데호텔

설 선물세트 상품문의

롯데호텔 부산 델리카한스 ���. ���. ����



쇠고기 : 국내산 한우

LA갈비(쇠고기) : 미국산

와규 : 호주산

양갈비 : 호주산

육포 : 쇠고기 (국내산 (육우), 호주산)

소시지 : 돼지고기 (국내산)

전복 : 국내산 (완도)

은갈치 : 국내산

굴비 (참조기) : 국내산

보리굴비 (조기) : 국내산

명란 : 러시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