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치와 품격이 돋보이는 더 플라자 명품 선물 세트와 함께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더 플라자에서 준비한 명품 선물 세트는 

호텔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엄격한 검수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호텔 직원이 직접 안전하게 배송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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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SPECIAL 01

프리미엄 간장 전복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더 플라자 수석 셰프가 직접 선별한 최상급 전복에

천연양념을 입힌 간장 전복은 건강과 풍미를 함께 

고려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간장 전복 2.5kg 

간장 전복 2kg 

간장 전복 1.5kg

전복(국내산)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390,000원

340,000원

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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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SPECIAL 02

도원 원충 한방 불도장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세계 3대 보양음식으로 불리우는 불도장입니다. 

해삼, 전복, 아롱사태, 죽생 등 귀한 재료에 더 플라자

중식당 도원의 비법까지 담아내었습니다.

깊고 풍부한 궁극의 한그릇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불도장 900g(2인분)

아롱사태(국내산 한우), 

도가니(호주산), 오골계(국내산)

상탕육수: 돼지고기(국내산), 닭고기(국내산)

서울ㆍ경기

도자기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품격까지 전합니다.

1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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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SPECIAL 03

더 플라자 수산물 혼합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더 플라자 일식 전문 수석 셰프가 엄선한 수산물과 

그에 어울리는 양념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장어 1kg, 은대구 1.2kg, 메로 1.2kg

은대구 1.6kg, 메로 1.2kg

장어 1kg, 은대구 1.2kg

민물장어(국내산)

서울ㆍ경기

진공포장된 상품을 보냉박스에 담고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까지 전합니다.

490,000원

370,000원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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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SPECIAL 0 4

은대구 흰된장 세트

규격 / 가격

배송

포장

알래스카에서 어획한 은대구를 더 플라자 일식 전문 

수석 셰프가 개발한 흰된장 소스에 이틀 동안 재워 

신선함은 살리고 담백함은 더했습니다.

은대구 2.4kg

은대구 1.6kg

서울ㆍ경기

진공포장된 상품을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290,000원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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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SPECIAL 05

한우 안심 큐브스테이크 세트

규격 / 가격

등급

원산지

배송

포장

더 플라자 양식 수석 셰프가 엄선한 1+등급의 한우 

안심 부위를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시즈닝을 더한 후 

호텔만의 특별 레시피로 만든 특제 소스와 함께 준비

하였습니다.

한우 안심 1kg

1+등급

소고기(국내산 한우)

서울ㆍ경기

진공포장된 상품을 보냉박스에 담고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까지 전합니다.

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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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ELECTION 01

특진상 No.9 냉장 한우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등급

배송

포장

최상급 품질의 한우 1++중에서도 마블링 스코어가 

가장 높은 No.9 등급만을 엄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뛰어난 마블링과 풍부한 육즙이 가득한 냉장 한우가 

가진 특유의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플라자의 셰프가 엄선한 프리미엄 한우 세트로 

품격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No.9 냉장 한우 꽃등심 3kg

No.9 냉장 한우 혼합 세트 3.5kg
(꽃등심 0.8kg, 채끝등심 0.8kg,

부채살 0.6kg, 양지살 0.8kg, 안심 0.5kg)

No.9 냉장 한우 채끝 3kg

No.9 냉장 한우 채끝 2kg

소고기(국내산 한우)

1++등급, 냉장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1,100,000원

910,000원

820,000원

5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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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가격 꽃등심 1.2kg, 채끝등심 1.3kg, 

부채살 0.8kg

꽃등심 1.5kg, 채끝등심 1.5kg

채끝등심 2.2kg, 부채살 0.8kg

770,000원

740,000원

670,000원

BEST SELECTION 02

설성목장 한우 세트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육된 한우입니다. 구이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꽃등심과 채끝, 부채살로 구성하였습니다.

원산지

등급

배송

포장

소고기(국내산 한우)

1++등급, 냉장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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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ELECTION 03

더 플라자 냉장 한우 정육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등급

배송

포장

귀한 한우 중에서도 구이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부위

들과 명절에 쓰임새가 많은 국거리, 불고기용 한우를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함께 담아 준비했습니다.

고품질의 한우를 이용해 다채로운 요리를 맛보는 

더 플라자 셰프 특제 소스를 함께 전해 드립니다.

소고기(국내산 한우)

1+등급, 냉장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한우 정육 세트 1 (4kg) 750,000원
(꽃등심 1kg, 채끝등심 1kg, 부채살 0.5kg, 

 양지살 0.8kg, 안심 0.7kg)

한우 정육 세트 2 (3.1kg) 600,000원
(꽃등심 0.8kg, 채끝등심 0.8kg, 부채살 0.5kg,  

 양지살 0.5kg, 안심 0.5kg)

한우 정육 세트 3 (2kg) 470,000원
(꽃등심 0.5kg, 채끝등심 0.5kg, 부채살 0.5kg, 

 안심 0.5kg)

한우 정육 세트 4 (3.2kg) 300,000원
(불고기 (설도) 0.8kg, 국거리 (양지) 0.8kg, 산적 

(설깃) 0.8kg, 알사태 0.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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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가격 스테이크용 냉장 한우 꽃등심 1kg, 840,000원

냉장 한우 갈비 2kg 

채끝 등심 1kg, 냉장 한우 갈비 1.5kg 700,000원

BEST SELECTION 0 4

특진상 냉장 한우 갈비 혼합 세트

한우 한 마리에서도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인 

꽃등심, 그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소갈비와 연한 

육질이 부드럽게 씹히는 채끝으로 구성한 한우 혼합 

세트입니다. 선홍빛의 육색이 맛스러워 보이며 입안에서 

퍼지는 육즙이 풍부합니다. 수석 셰프의 특제 소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원산지

등급

배송

포장

소고기(국내산 한우)

1+등급, 냉장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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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ELECTION 05

특진상 냉장 한우 갈비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등급

배송

포장

최상급 한우 중에서 살갗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3~7번 

갈비를 담았습니다.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정성껏 손질 후 냉장 처리해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

습니다. 셰프 특제 소스가 함께 제공돼 조리해서 드시기 

편리하며 최고급 한우 갈비의 으뜸 품질과 맛을 느끼

실 수 있습니다.

냉장 한우 갈비 4kg 1,150,000원

냉장 한우 갈비 3kg 930,000원

냉장 한우 갈비 2kg 670,000원

소고기(국내산 한우)

1+등급, 냉장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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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가격 냉장 한우 채끝 3kg 580,000원

냉장 한우 채끝 2.5kg 520,000원

냉장 한우 채끝 2kg 430,000원

냉장 한우 채끝 1.7kg 390,000원

BEST SELECTION 0 6

냉장 한우 채끝 세트

한우의 등심과 연결되어 있어 희소가치가 있는 부위인 

채끝살만으로 구성한 한우 채끝 세트입니다. 지방의 양이 

적당하고 육질도 매우 부드럽습니다. 채끝은 구우면 

특유의 좋은 향미를 느끼실 수 있으므로 함께 제공

되는 셰프 특제 소스를 이용해 구이용으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원산지

등급

배송

포장

소고기(국내산 한우)

1+등급, 냉장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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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ELECTION 07

특선 불갈비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품질이 뛰어난 갈비만을 엄선했습니다. 갈비를 우리의 

전통 비법 그대로 정성스럽게 다듬은 후에 저온숙성

시켜 풍부한 고유의 맛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셰프 

특제소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불갈비 3kg 450,000원

불갈비 2kg 320,000원

소고기(미국산)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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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가격 LA식 갈비 4kg 300,000원

찜갈비 4kg 300,000원

LA식 갈비 2kg, 찜갈비 2kg 300,000원

BEST SELECTION 0 8

특선 갈비 세트

명절 상차림을 더욱 특별하게 해주는 찜갈비와 LA식 

갈비 세트입니다. 육질이 선명하고 마블링이 뛰어난 

부위만을 엄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특선 갈비 세트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에 가족 

또는 귀한 손님들과 특별한 음식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 기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원산지

배송

포장

소고기(미국산)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22

BEST SELECTION 09

양갈비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 따르면 양고기는 정력과 기운을 

돋우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며, 오장을 보호하여 

어지럼증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

니다. 원기회복과 상처치유 촉진에 도움이 되는 양고기는 

받는 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좋은 선물입니다.

양갈비 3kg 300,000원

양갈비 2kg 210,000원

양갈비(호주산)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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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가격 한우 사골 3kg, 사태 2kg 210,000원

BEST SELECTION 10

한우 사골 세트

한우 사골과 사태로 구성돼 진한 국물을 맛볼 수 있는 

한우 사골 세트입니다. 뼈 나이가 적은 생생한 사골과 

살집이 많은 사태 부위를 엄선해 담았습니다. 효도 선물은 

물론 체력을 보강해야 하는 수험생 자녀, 불규칙한 

식사로 건강이 염려되는 직장인을 위한 선물로 좋습니다.

원산지

배송

포장

사골·사태(국내산 한우)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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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ELECTION 11

명품 굴비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명품 굴비는 영광 법성포 굴비 중 가장 으뜸만 선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천일염과 인진쑥 분말가루로 배합하여 

염장해서 비린내를 제거한 상품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특호 3.0kg (29cm) 10미 1,200,000원

1호 1.8kg (26cm) 10미 570,000원

2호 1.6kg (25cm) 10미 450,000원

3호 1.3kg (23cm) 10미 270,000원

굴비(영광산)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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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가격 전복 2kg (170g 이상) 350,000원

전복 2kg (100g 이상) 250,000원

BEST SELECTION 12

활전복 세트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린 진상품 가운데 하나로 

귀한 대접을 받았으며,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 먹었다고 할 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난 

전복은 귀한 분께 드리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청정 해역에서 채취한 전복 중에 최상품만을 선별하여 

준비한 활전복 세트는 받는 분의 품격까지 생각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원산지

배송

포장

전복(완도산)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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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ELECTION 13

제주 수산물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담백한 맛이 일품인 옥돔과 무기질이 풍부한 은갈치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주 연근해 청정지역에서 주낙으로 

잡아올린 최상의 옥돔과 은갈치를 드시기 편하게 셰프가 

직접 손질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옥돔 1kg, 은갈치 1kg 370,000원

은갈치 2kg 370,000원

옥돔 2kg 370,000원

옥돔(제주산), 은갈치(제주산)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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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가격 새우 1.8kg (40미) 190,000원

BEST SELECTION 14

자연산 특선 대하

대하에 많이 함유된 키토산과 타우린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또한 대하는 저칼로리 고단백으로 

다이어트용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큼직하고 싱싱한 

자연산 대하는 구워 드시면 고소한 감칠맛이 뛰어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선물입니다.

배송

포장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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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ELECTION 15

굴비 장아찌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영광 법성포 굴비를 바닷바람을 쏘여 완전 건조한 후, 

자연초 고추장에 담가 숙성시켰습니다. 굴비 장아찌는 

이를 전통 재래 고추장에 다시 담아 선물용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짜지 않게 만들어 흰쌀밥과 함께 

드시면 입맛을 돋우는 고급찬입니다.

굴비 장아찌 800g 220,000원

굴비(영광산)

서울ㆍ경기

도자기에 담고 고급목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품격까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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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가격 명란 420g x 3 200,000원

명란 420g, 창난 500g, 오징어 500g 160,000원

명란(러시아산), 창난(미국산), 오징어(국내산)

BEST SELECTION 16

저염 젓갈 세트

명란ㆍ창난ㆍ오징어 젓갈 등 한국인이 선호하는 젓갈만을 

담은 세트입니다. 전통적으로 섭취해오던 젓갈이지만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대인의 특성에 맞게 저염으로 숙성시켰습니다.    

색소를 넣지 않아 식재료가 가진 연분홍 빛깔과 쫀득한 

식감이 유지됩니다.

원산지

배송

포장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아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하였습니다.





ALL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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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ATURAL 01

유기농 백화고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표고버섯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자랑하는 

전남 장흥의 소나무 숲에서 햇살과 해풍, 그리고 아침

이슬을 맞으며 자란 최고의 건강식품 백화고입니다. 

유기농 백화고 500g

유기농 백화고 400g

백화고(국내산)

전국(도서 산간지역 제외)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포장해 품격까지 

전합니다.

250,000원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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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ATURAL 02

자연송이 장아찌ㆍ산꿀 자연송이

향미가 뛰어나고 영양도 높은 자연송이는 예로부터 

신비의 영물이라 불려왔습니다. 깊은 산 소나무 숲에서 

채취한 자연송이의 은은한 솔향이 지리산 토종꿀의 

달콤함에 베어 있는 산꿀 자연송이와 자연송이를  

전통 장인이 만든 고추장에 담가 장기 숙성시킨 자연

송이 장아찌를 준비했습니다.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자연송이 장아찌 550g

산꿀 자연송이 600g

송이버섯(국내산), 토종꿀(국내산)

서울ㆍ경기

항아리에 담아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품격까지 전합니다.

250,000원

120,000원



34

ALL NATURAL 03

특선 과일 세트

규격 / 가격

배송

포장

제철 과일 중 과육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과일을 

엄선하였습니다. 

※ 본 상품은 특성상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과일 바구니 세트 1 150,000원

과일 바구니 세트 2 200,000원

과일 바구니 세트 3 300,000원
* 상기 사진은 이미지 컷으로 실제 상품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고급바구니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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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ATURAL 0 4

반건시

경북 청도에서 생산된 친환경 곶감 반건시입니다. 

겉은 쫄깃한 곶감, 속은 연하고 부드러운 홍시로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기기에 안성 맞춤입니다. 

대봉 반건시는 개당 80g 이상 반건시는 개당 65g 

이상의 최상품만을 엄선하였습니다.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반건시(국내산)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대봉 반건시 35개(80g 이상) 150,000원

반건시 40개(65g 이상)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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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ATURAL 05

문화류씨종가 자연주의 
발효예술 전통장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600년 청원 문화 류씨 종가의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자연발효 전통장. 청주의 햇살 머금은 국산콩과 서해 

천일염, 초청수만을 더한 자연 발효 된장입니다.

자연주의 발효예술 전통장은 김종희 종부의 '자연이 

선사한 좋은 재료를 사용한 전통요리'라는 철학이 

담겨있으며, 소량으로 생산되는 고급 수제된장입니다.

전통장 2종 85,000원
(5년 숙성 간장 420ml, 3년 숙성 된장 500g)

간장(국내산), 된장(국내산)

전국(도서 산간지역 제외)

지함박스에 정성스럽게 포장해 품격까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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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ATURAL 06

명품 멸치 세트

청정해역 경남 통영에서 어획한 멸치를 태양과 해풍에 

정성껏 건조 후 은백색이 도는 건강한 멸치를 정성을 

담아 선별한 최고급 상품입니다.

소중한 분의 건강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세요.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멸치(통영산)

전국(도서 산간지역 제외)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품격까지 

전합니다.

특멸치 4종 220,000원
(특멸치 300g, 특소멸 300g, 특자멸 300g, 

 특세멸 3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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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ATURAL 07

더 플라자 시즈닝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올리브오일은 대표적 웰빙식품으로 뇌졸중 발병 

확률을 낮추고 심장을 건강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

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인 트러플은 

한국의 산삼과 비교될 정도로 그 맛과 진귀함이 뛰어

나며, 강하면서도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 소량만으

로도 그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트러플 3종 세트 120,000원
(화이트 트러플 오일 250ml, 

 블랙 트러플 소스 180ml, 트러플 제스트 50g)

트러플오일 2종 세트 100,000원
(화이트 트러플 오일 250ml, 블랙 트러플 오일 250ml)

이탈리아

서울ㆍ경기

지함박스에 정성스럽게 포장해 품격까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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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5종 세트 132,000원
(참기름 120ml, 들기름 120ml, 검은깨참기름 120ml,  

 조선간장 120ml, 사과식초 120ml)

식재료 3종 세트 115,000원
(참기름 250ml, 맛간장 250ml, 사과식초 250ml)

ALL NATURAL 08

GOURMET 494 식재료 세트

갤러리아 백화점의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고메이 494'의 

스테디셀러입니다. 햇참깨와 들깨를 저온 압착하여 만

든 건강한 참기름과 들기름,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을 

담은 천연 발효 사과 식초와 전통 간장으로 구성된 

음식에 풍미를 더해 주는 활용도 높은 선물 세트입니다.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참깨(국내산), 들깨(국내산)

전국(도서 산간지역 제외)

지함박스에 정성스럽게 포장해 품격까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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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ATURAL 09

명인 안복자 한과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전통방식의 옛 맛을 그대로 살려 국내산 유기농 찹쌀과 

우리 곡물을 이용해 식품 명인 안복자 명인이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한과 세트입니다.

수제 한과 1호(14종 1.2kg) 150,000원

수제 한과 2호(12종 0.8kg) 120,000원

찹쌀(국내산), 쌀(국내산)

전국(도서 산간지역 제외)

고급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품격까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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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01

SET 02

Arboleda Syrah

Casa Rojo Machoman

아르볼레다 시라

카사 로호 마초맨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친환경적인 와이너리 ‘Arboleda(아르볼레다)’ 

스페인 고유의 테루아와 토착 품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Casa Rojo(카사 로호)’

Arboleda Pinot Noir

Casa Rojo Tinta Fina

아르볼레다 피노 누아

카사 로호 틴타 피나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품종

품종

품종

품종

블루베리, 카시스 등 검붉은 과일을 중심으로

바닐라, 초콜릿, 향신료가 어우러지는 하모니

짙은 가넷 컬러로 블랙베리와 로즈마리, 박하 등

허브 아로마가 인상적인 카사 로호 플래그십 와인

복합적인 레드베리와 로즈힙, 허브의 아로마와

신선한 산미와 섬세한 타닌의 밸런스

잘 익은 붉은 과일과 은은한 바닐라가 매력적이며

풍부한 산미와 매끄러운 타닌의 뛰어난 균형미

칠레

스페인

칠레

스페인

Syrah

Monastrell, Syrah, Petit Verdot

Pinot Noir

Tempranillo

100,000원

150,000원

LIFESTYL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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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o Voerzio Langhe Nebbiolo 
Disanfrancesco

Il Borro

로베르토 보에르지오 랑게 네비올로 디산프란체스코

일 보로

독자적인 철학으로 유니크한 와인을 생산하는 이탈리아 바롤로 슈퍼스타

‘Roberto Voerzio(로베르토 보에르지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서 선보이는

토스카나 지역 유기농 와이너리 ‘Il Borro(일 보로)’

Roberto Voerzio Barbera d'Alba DOC 
Il Cerreto

Il Borro Polissena

로베르토 보에르지오 바르베라 달바 일 체레토

일 보로 폴리쎄나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품종

품종

품종

품종

네비올로 품종 특유의 과일과 향신료가 더해진

우아한 미감과 긴 여운의 피니시

페라가모 가문의 첫 작품으로 불리며

‘일 보로’의 철학을 상징하는 플래그십 와인

바르베라 품종의 섬세한 매력을 표현한 와인으로

풍성한 과실미와 산도, 실키한 타닌의 조화

토스카나 대표 품종인 산지오베제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 보로’ 세컨드 와인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Nebbiolo

Merlot, Cabernet Sauvignon, Syrah

Barbera

Sangiovese

SET 03

SET 0 4

200,000원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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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05

SET 06

Dana Estates Vaso Cabernet Sauvignon
Napa Valley 2018

Dana Estates Onda Cabernet Sauvignon
Napa Valley 2018

Castello di Ama l'Apparita 2007

다나 에스테이트 바소 카베르네 소비뇽 나파 밸리 18

카스텔로 디 아마 라파리타 07

명실상부한 나파밸리 탑 클래스 부티크 와이너리 ‘Dana Estates(다나 에스테이트)’

끼안티 지역 최고의 부티끄 와이너리 ‘Castello di Ama(카스텔로 디 아마)’

Castello di Ama Vigneto La Casuccia 2016

다나 에스테이트 온다 카베르네 소비뇽 나파 밸리 18

카스텔로 디 아마 비네토 라 카수치아 16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품종

품종 품종

입안 가득 채우는 신선한 과실미가 일품이며

부드러운 타닌과 풍부하게 지속되는 피니시

진한 과실과 고혹적인 오크 아로마가 돋보이며

집중도 높고 강건한 구조감의 슈퍼 투스칸

성숙한 과실 캐릭터와 탄탄한 오크 뉘앙스가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는 풀 바디 레드 와인

작황이 좋은 해에만 한정 생산되는 와인으로

응축된 과일의 미감과 세련된 타닌의 조화

미국

이탈리아 이탈리아

Cabernet Sauvignon

Petit Verdot, Malbec, Merlot

Merlot

원산지

품종

미국

Cabernet Sauvignon, Merlot, Petit Verdot

Sangiovese, Merlot

700,000원

1,000,000원

LIFESTYL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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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etit Mouton 
de Mouton Rothschild 2017

Chateau Angelus 2014

르 프티 무통 드 무통 로쉴드 17

샤토 앙젤뤼스 14

보르도 그랑 크뤼 클라세(GCC) 세컨 와인 스페셜

‘와인의 정수’ 보르도 그랑 크뤼 스페셜

Carruades de Lafite 2017

Chateau Haut Brion 2014Castello di Ama Vigneto La Casuccia 2016

카뤼아드 드 라피트 17

샤토 오 브리옹 14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품종

품종

품종

품종

‘샤또 무통 로쉴드’의 네임 밸류에 걸맞은

압도적인 밸런스의 풀 바디 와인

생떼밀리옹 최상위 그랑 크뤼 클라쎄 등급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담아낸 미디엄 풀 바디 와인

‘샤또 라피트 로쉴드’의 철학을 담아

격조 높은 우아함을 선보이는 미디엄 바디 와인

보르도 그랑 크뤼 클라쎄 1등급에 빛나는

독보적인 클래스의 풀 바디 와인

작황이 좋은 해에만 한정 생산되는 와인으로

응축된 과일의 미감과 세련된 타닌의 조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Cabernet Sauvignon,

Merlot, Cabernet Franc

Merlot, Cabernet Franc,

Cabernet Sauvignon

Cabernet Sauvignon,

Merlot, Cabernet Franc

Merlot, Cabernet Sauvignon,

Cabernet Franc

SET 07

SET 08

1,500,000원

2,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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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03

한우 스테이크 와인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명절 최고의 선물인 한우와 더 플라자 호텔 소믈리에가 

직접 선정한 와인을 함께, 구성한 프리미엄 선물세트

입니다. 스테이크용으로 안성맞춤인 채끝 등심과 안심

으로 구성하였고, 더 플라자 셰프의 특제 소스를 곁들여 

품격을 더했습니다.

채끝등심(0.8kg), 안심(0.4kg)

+ Norton Privada

소고기(국내산 한우), 와인(아르헨티나)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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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0 4

양갈비 와인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정력과 기운을 돋우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며, 

오장을 보호하며 어지럼증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는 

양갈비와 더 플라자의 소믈리에가 선정한 와인을 함께 

구성한 선물 세트입니다.

양갈비 1.5kg    

+ Norton Privada

양갈비(호주산), 와인(아르헨티나)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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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와인 & 치즈 6종  150,000원

& 하몽 100g 2팩 

레드 와인 & 치즈 6종 130,000원

(레드 와인: Arboleda Cabernet Sauvginon)

(치즈 구성: 에멘탈 250g, 스모크치즈 200g, 

까망베르퍼토이노우 125g, 브리퍼토이노우 125g, 

ELF메론망고 125g, ELF살구아몬드 125g)

LIFESTYLE 05

와인 치즈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세계 각국의 명품 치즈 6종과 하몽, 그리고 호텔 소믈

리에가 선정한 와인으로 실속 있게 구성한 선물 세트입

니다. 치즈와 와인 그리고 하몽의 구성으로 받으시는 

분의 만족까지 생각했습니다.

와인(칠레)

하몽(돼지고기 스페인산)

서울ㆍ경기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레드 와인 & 치즈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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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0 6

훈제연어 와인 세트

규격 / 가격

원산지

배송

포장

연어를 여러 가지 향신료로 마리네이드한 훈제연어 세

트입니다.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골다

공증 예방에 탁월한 연어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맛 그대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믈리에가 추천한 

와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훈제연어 1.5kg                     
+ Paul Mas Secret d'Assemblage

훈제연어 1.0kg
+ Paul Mas Secret d'Assemblage

연어(칠레), 와인(프랑스)

서울ㆍ경기

보냉박스에 담고 고급지함과 보자기로 정성껏

포장해 신선함과 품격을 함께 전합니다.

160,000원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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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샤워 가운

* P Collection 상품은 특판 기간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유아 샤워 가운

규격 / 가격

유니크한 디자인과 더 플라자 시그니처 곰돌이 자수 

디테일로 스타일리시함을 더한 판초 스타일의 '유아 

샤워 가운’입니다. 코튼 100%의 타올 재질로 부드

러운 감촉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56,000원

HOTEL BRANDED 01



55

디퓨저 200ml

(200ml 1개 + 섬유 스틱 5개)

디퓨저 100ml

(100ml 1개 + 섬유 스틱 5개)

차량용 디퓨저 40ml

(40ml 1개 + 나무볼 스틱 1개)

디퓨저

규격 / 가격

자연을 닮은 숲 속의 유칼립투스와 플로럴 향을 조합

하여 만든 더 플라자만의 디퓨저 상품입니다.

64,000원

48,000원

33,600원

HOTEL BRANDED 02

* P Collection 상품은 특판 기간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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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앤패브릭스프레이 100ml

룸앤패브릭스프레이

규격 / 가격

더 플라자의 시그니처 향‘퍼퓸 데 브와’를 베이스로 

제작한 룸앤패브릭스프레이입니다. 뛰어난 탈취효과는 

물론 항균 기능이 더해져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자연의 깊고 풍부한 향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일

상에서도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한 공간을 연출해보

세요.

48,000원

HOTEL BRANDED 03

* P Collection 상품은 특판 기간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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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베어, 도어맨베어, 로브베어

테디베어

옵션 / 가격

더 플라자만의 유니크 & 스타일리시 감성을 담아 

테디베어뮤지엄과 함께 제작한 한정판 호텔리어 

테디베어입니다.

43,200원

HOTEL BRANDED 0 4

* P Collection 상품은 특판 기간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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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밤 200g

배스밤

규격 / 가격

유칼립투스와 플로럴 향을 조합하여 만든 더 플라자만의 

시그니처 향을 그대로 담아낸 배스밤입니다. 라벤더 

꽃수 등 자연주의 비건 성분 함유로 피부 자극을 최소

화하며 히말라야 쏠트의 미네랄 성분과 시어버터가 

촉촉함을 더해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16,200원

HOTEL BRANDED 05

* P Collection 상품은 특판 기간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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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플라자 레스토랑 이용권

뷔페 세븐스퀘어 이용권 210,000원(2인 이용권)

더 플라자의 뷔페 레스토랑 세븐스퀘어가 ’버라이어티 

다이닝(Variety Dining)‘으로 새로운 특급호텔 뷔페 

레스토랑의 패러다임을 선보입니다. 

호텔 셰프가 눈앞에서 선보이는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와 다양한 히든 서비스까지! '기대 그 이상의 맛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새로운 세븐스퀘어에서 오감이 

만족하는 미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식당 도원 이용권 230,000원(2인 이용권 + 와인)

더 플라자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 중식당 도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코스 요리와 감동적인 서비스를 담

은 더 플라자 중식당 도원 이용권으로 품격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HOTEL BRANDED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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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HOTEL BRANDED 07

금액대별 상품권

더 플라자, 한화리조트, 한화골프클럽은 물론 63빌딩 

레스토랑과 다양한 관람시설까지 이용 가능한 한화

호텔&리조트 상품권으로 품격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습니다.

500,000원권

100,000원권

70,000원권

50,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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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 상품

10만원 미만 20 - 30만원대10만원대

은대구 흰된장 세트 1.6kg

저염 젓갈 세트(명란 420g x 3)

유기농 백화고 400g

과일 바구니 세트2

와인세트 No. 3

양갈비 세트 2kg

한우 사골 세트(한우 사골 3kg, 사태 2kg)

뷔페 세븐스퀘어 2인 이용권

굴비 장아찌 800g

명품 멸치 세트 특멸치 4종

중식당 도원 2인 이용권

활전복 세트 전복 2kg(100g 이상)

유기농 백화고 500g

자연송이 장아찌 550g

양갈비 와인 세트

프리미엄 간장 전복 1.5kg

한우 안심 큐브스테이크 세트 1kg

명품 굴비 3호 1.3kg(23cm)

은대구 흰된장 세트 2.4kg

더 플라자 냉장 한우 정육 세트4(3.2kg)

특선 갈비 세트(LA식 갈비 2kg, 찜갈비 2kg)

특선 갈비 세트(LA식 갈비 4kg)

특선 갈비 세트(찜갈비 4kg)

양갈비 세트 3kg

과일 바구니 세트3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10,000원

210,000원

210,000원

220,000원

220,000원

230,000원

250,000원

250,000원

250,000원

260,000원

270,000원

270,000원

270,000원

290,000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더 플라자 시즈닝 세트 트러플 오일 2종 세트

와인세트 No. 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10만원권

반건시 40개(65g 이상)

GOURMET 494 식재료 세트(3종)

산꿀 자연송이 600g

더 플라자 시즈닝 세트 트러플 3종 세트

명인 안복자 한과 세트 수제 한과 2호

와인 치즈 세트(레드 와인 & 치즈 6종)

훈제연어 와인 세트 훈제연어 1kg + 와인

GOURMET 494 식재료 세트(5종)

과일 바구니 세트1

대봉 반건시 35개(80g 이상)

명인 안복자 한과 세트 수제 한과 1호

와인세트 No. 2

와인 치즈 세트(레드 와인 & 치즈 6종 & 하몽 100g 2팩)

저염 젓갈 세트(명란 420g, 창난 500g, 오징어 500g)

훈제연어 와인 세트 훈제연어 1.5kg + 와인

도원 원충 한방 불도장 900g(2인분)

자연산 특선 대하 1.8kg(40미)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10,000원

115,000원

120,000원

120,000원

120,000원

130,000원

130,000원

132,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60,000원

160,000원

190,000원

190,000원

P Collection 배스밤 200g

P Collection 차량용 디퓨저 40ml

P Collection 테디베어

P Collection 디퓨저 100ml

P Collection 룸앤패브릭스프레이 100ml

한화호텔앤드리조트 5만원권

P Collection 유아 샤워 가운

P Collection 디퓨저 200ml

한화호텔앤드리조트 7만원권

문화류씨종가 자연주의 발효예술 전통장 세트

16,200원

33,600원

43,200원

48,000원

48,000원

50,000원

56,000원

64,000원

70,000원

85,000원



20 - 30만원대 60만원 이상40 - 50만원대

더 플라자 냉장 한우 정육 세트2(3.1kg)

설성목장 한우 세트(채끝등심, 부채살)

특진상 냉장 한우 갈비 세트 2kg

특진상 냉장 한우 갈비 혼합 세트(채끝등심, 갈비)

와인세트 No. 5

설성목장 한우 세트(꽃등심, 채끝등심)

더 플라자 냉장 한우 정육 세트1(4kg)

설성목장 한우 세트(꽃등심, 채끝등심, 부채살)

특진상 No.9 냉장 한우 채끝 3kg

특진상 냉장 한우 갈비 혼합 세트(꽃등심, 갈비)

특진상 No.9 냉장 한우 혼합 세트 3.5kg

특진상 냉장 한우 갈비 세트 3kg

와인세트 No. 6

특진상 No.9 냉장 한우 꽃등심 3kg

특진상 냉장 한우 갈비 세트 4kg

명품 굴비 특호 3.0kg(29cm)

와인세트 No. 7

와인세트 No. 8

600,000원

670,000원

670,000원

700,000원

700,000원

740,000원

750,000원

770,000원

820,000원

840,000원

910,000원

930,000원

1,000,000원

1,100,000원

1,150,000원

1,200,000원

1,500,000원

2,300,000원

냉장 한우 채끝 세트 2kg

특선 불갈비 3kg

명품 굴비 2호 1.6kg(25cm)

더 플라자 냉장 한우 정육 세트3(2kg)

더 플라자 수산물 혼합3종(장어, 은대구, 메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50만원권

냉장 한우 채끝 세트 2.5kg

특진상 No.9 냉장 한우 채끝 2kg

명품 굴비 1호 1.8kg(26cm)

냉장 한우 채끝 세트 3kg

430,000원

450,000원

450,000원

470,000원

490,000원

500,000원

520,000원

570,000원

570,000원

580,000원

와인세트 No. 4

특선 불갈비 2kg

프리미엄 간장 전복 2kg

더 플라자 수산물 혼합2종(장어, 은대구)

활전복 세트 전복 2kg(170g 이상)

더 플라자 수산물 혼합2종(은대구, 메로)

제주 수산물 세트 옥돔 1kg, 은갈치 1kg

제주 수산물 세트 은갈치 2kg

제주 수산물 세트 옥돔 2kg

한우 스테이크 와인 세트

프리미엄 간장 전복 2.5kg

냉장 한우 채끝 세트 1.7kg

300,000원

320,000원

340,000원

350,000원

350,000원

370,000원

370,000원

370,000원

370,000원

370,000원

390,000원

3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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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IN STYLE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럭셔리 부티크 호텔 더 플라자는 Unique & Stylish한 인테리어와 개인 맞춤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완벽한 하루를 

선사합니다. 총 408개 객실과 6개의 다양한 레스토랑, 9개의 연회장, 휘트니스 및 스파 등을 갖추고 있는 더 플라자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현대적인 호텔 중 하나입니다.

'Stay In Style'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감성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과 '고객에게 완벽한 하루를 선사하는 디자이너' 

더 플라자 컨시어지팀 운영을 통해 객실 고객에 한정되어 있던 서비스를 객실, 연회, 레스토랑 전 부분으로 확대 제공하여, 

럭셔리 부티크 스타일과 고객 맞춤형 편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오토그래프 컬렉션'과의 제휴를 통해 체인 호텔과 로컬 호텔의 

장점이 결합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호텔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 플라자에서 준비한 명품 선물세트는 호텔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엄격한 검수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호텔 직원이 직접 안전하게 배송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품격 있는 선물 구성과 서비스를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며, 일부 품목에 한해 맞춤형 상품 구성도 가능합니다.

Tel: 02.310.7656(평일 09:00 ~ 19:00) / Email: plazasales@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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