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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HUSEOK GIFT SET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가위를 맞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정성과 품격을 담아
다양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Celebrate fall, the season of abundance,
with a unique Chuseok harvest festival gift for someone special.
Park Hyatt Seoul presents a diverse selection of handpicked gift sets
offering exceptional quality and in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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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아 & 한국 전통주

시그니처 육류

완도 전복 갈비찜

CAVIAR &
TRADITIONAL LIQUOR

SIGNATURE MEAT

WANDO ABALONE
GALBIJJIM

코너스톤 링귀니
& 화이트 와인

KRW 350,000

FROM KRW 300,000

KRW 280,000

KRW 210,000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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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 광주요 냄비

월악산 벌집 꿀
WORAK-MOUNTAIN
HONEY

시그니처 차 &
홈메이드 모나카

주류 셀렉션

BONE MARROW SOUP
& KWANGJUYO POT

KRW 190,000

KRW 140,000

KRW 120,000

FROM KRW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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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밤

객실 패키지 바우처

레스토랑 및 스파 바우처

주문 안내

STARY NIGHT

ROOM PACKAGE
GIFT CERTIFICATE

RESTAURANT AND
SPA VOUCHER

PURCHASE GUIDE

KRW 185,000

FROM KRW 544,500

FROM KRW 140,000

CORNERSTONE
LINGUINE & WHITE WINE

BEVERAGE SELECTION

SIGNATURE TEA &
HOMEMADE MONAKA

캐비아 & 한국 전통주

시그니처 육류

CAVIAR & TRADITIONAL LIQUOR

SIGNATURE MEAT

KRW

350,000

KRW

캐비아와 캐비아 전용 스푼, 그리고 한국 청주로 구성한 동서양의 맛을 모두 담은 고급 세트
입니다. 세계 3대 진미인 캐비아, 그리고 철원오대쌀을 빚어 만든 순미 청주가 선사하는
새로운 마리아주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비아 전용 스푼의 은은한 자개 무늬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감사의 마음에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칼루가 캐비아 50g, 캐비아 스푼, 청주 ‘둘다’ 375ml

Kaluga caviar 50g, caviar spoon, Korean rice wine
*

*
*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엄선한 육류 세트입니다. 한우 등심과 안심, 양 티본 등 다양한 종류
의 육류에 풍미를 더해 줄 고추냉이 소금과 프랑스산 버터, 코너스톤 특제 허브 믹스를 함
께 구성했습니다. 각 아이템에 따라 활용 가능한 요리 레시피를 함께 드립니다.
한우 등심 400g, 한우 안심 300g, 호주산 양 티본 350g, 고추냉이 소금 100g, 엘앤비르 버터
200g, 코너스톤 허브 믹스 50g

Korean beef sirloin 400g, Korean beef king tender 300g, Australian lamb T-bone 370g,
wasabi salt 100g, Elle & Vire butter 200g, Cornerstone mixed herb rub 50g

유통기한 : 개봉 후 3일 (별도 표시)

상기 상품은 최소 5일 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above item needs to be ordered at least
5 day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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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 개봉 후 3일 (냉장보관 최대 1주)

*

상기 상품은 최소 5일 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CHUSEOK GIFT SET

300,000

The above item needs to be ordered at least
5 day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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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전복 갈비찜

코너스톤 링귀니 & 화이트 와인

WANDO ABALONE GALBIJJIM

CORNERSTONE LINGUINE & WHITE WINE

KRW

280,000

KRW 210,000 / KRW 140,000 WITHOUT WINE

한국의 전통 명절 음식인 갈비찜에 지속가능한 수산물 국제 인증을 받은 보양 식재료, 완도
산 전복을 더했습니다. 감초, 황기, 엄나무 등의 한방 재료를 정성껏 우려서 만든 특제 소스
를 비롯해 밤, 당근, 단호박 등의 갈비찜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담았습니다. 소스를 부어 익히
기만 하면 간편하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코너스톤의 시그니처 메뉴인 링귀니 파스타 재료를 그대로 담은 세트입
니다. 면, 소스, 각종 재료를 비롯해 숭어알과 최상급 올리브 오일을 함께 구성해 고급스러움
을 더했습니다. 코너스톤의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셰프의 레시피를 같이 드립니다.
소믈리에 추천 화이트 와인도 함께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산 소갈비 1.5kg, ASC 인증 완도 전복 240g, 수제 소스 1,000ml, 3년근 인삼, 새싹삼, 더덕,
은행, 대추, 밤, 당근, 단호박, 도자기 그릇 1개

젠틸레 링귀니 파스타 500g, ASC 인증 새우 300g, 코너스톤 시그니처 링귀니 소스 220g, 주
키니 절임, 보타르가 (말린 숭어알), 갈란티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00ml (도자기 용기),
2017 돈나푸카타 라 푸가 샤도네이 시칠리아 (선택 옵션)

US beef short rib 1.5kg, ASC-certified abalone 240g, homemade sauce 1,000ml, 3-yearold ginseng, ginseng sprout, deodeok, ginkgo nut, dried jujube, chestnut, carrot, sweet
pumpkin, ceramic plate 1ea
*

유통기한 : 개봉 후 냉장보관 3일

Gentile linguine pasta 500g, ASC-certified prawn 300g, Cornerstone signature linguine
sauce 220g, marinated zucchini, bottarga (dried mullet roe), Galantino extra virgin olive
oil in ceramic jar 500ml, 2017 Donnafugata, La Fuga, Chardonnay, Sicily (optional)
*

*
*

유통기한 : 개봉 후 냉장보관 2일 (미개봉 시 냉장보관 최대 5일)

상기 상품은 최소 5일 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above item needs to be ordered at least
5 day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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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 광주요 냄비

월악산 벌집 꿀

BONE MARROW SOUP & KWANGJUYO POT

WORAK-MOUNTAIN HONEY

KRW

190,000

KRW

기력 보충을 위한 특선 곰탕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국내산 사골을 48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고아 만든 육수와 흑마늘, 인삼 등의 보양 식재료를 함께 담았습니다. 품격있는
명절상을 위해 곰탕을 보기좋게 담아낼 광주요 도자기 냄비를 함께 드립니다.
한우 사골 육수 700ml, 도가니 100g, 사태 살 80g, 3년근 인삼, 흑마늘, 말린 대추, 광주요
자기 냄비

Korean beef bone marrow stock 700ml, beef cartilage 100g, beef shank 80g, 3-year-old
ginseng, black garlic, dried jujube, KwangJuYo pot
*

유통기한 : 개봉 후 냉장보관 3일

*

상기 상품은 최소 5일 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0,000

충북 제천 월악산에서 채취한 유기농 꿀은 파크 하얏트 서울의 대표 선물 세트입니다.
첨가물을 섞지 않고 꿀과 벌집을 온전히 담아 자연이 선물한 달콤함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꿀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로 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설탕 대신 활용하시거나 플레인 요거트 또는 빵 위에 올려 드시면
달콤함과 함께 벌집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꿀 700g, 벌집 700g

Honey 700g, honeycomb 700g

The above item needs to be ordered at least
5 day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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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차 & 홈메이드 모나카

주류 셀렉션

SIGNATURE TEA & HOMEMADE MONAKA

BEVERAGE SELECTION

KRW

120,000

FROM KRW 230,000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그니처 한방 허브차와 패스트리 팀에서 정성들여 준
비한 모나카로 달콤하고 따뜻한 티 타임을 선물해 보십시오. 당귀, 시나몬, 정향, 블랙베리
등을 블렌딩한 시그니처 차는 뜨거운 물에 7분 정도 우려내 드시면 깊은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며 원기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파크 하얏트 서울의 다양한 주류 셀렉션으로 이번 추석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선물의
용도 및 받는 분의 취향에 따라 별도 추천 및 구성도 가능합니다.

파크 하얏트 서울 시그니처 한방 허브차 110g, 수제 모나카 8개 (팥 & 말차 가나슈 2개, 흰콩 &
인삼 가나슈 2개, 완두콩 & 건포도 버터 크림 2개, 고구마 & 허니 버터 크림 2개)

2008 돔 페리뇽, 샴페인, 프랑스
2008 Dom Perignon, Champagne, France

KRW 350,000

Park Hyatt Seoul signature Korean traditional herbal tea 110g, homemade monaka 8ea
(red bean paste & matcha ganache 2ea, white bean paste & ginseng ganache 2ea, green
bean paste & raisins butter cream 2ea, sweet potato paste & honey butter cream 2ea)

2015 카테나 자파타, 말벡, 파라헤 알타미라, 멘도사, 아르헨티나
2015 Catena Zapata, Malbec, Paraje Altamira, Mendoza, Argentina

KRW 260,000

2011 카스텔로 디 베르두노, 바롤로 몬비글리에로 리제르바`
2011 Castello Di Verduno, Barolo Monvigliero Riserva

KRW 230,000

*

*
*

유통기한 : 별도 표시

상기 상품은 최소 3일 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above item needs to be ordered at least
3 day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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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 아르망 드 브리냑 트릴로지 세트 (골드, 로제, 데미-섹)
NV Armand De Brignac Trilogie Set (Gold, Rose, Demi-Sec)

KRW 4,850,000

레미 마틴 루이 13세 | Remy Martin Louis XIII

KRW 5,500,000

1985 브뤼클라딕 레어 케스크, 아일레이 | 1985 Bruichladdich Rare Cask, Islay

KRW 3,250,000

로얄 샬루트 21년 | Royal Salute 21 years old

KRW 350,000

고운 달 | Gowoon Dar, Korean organic omija brandy

KRW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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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밤

객실 패키지 바우처

STARRY NIGHT

ROOM PACKAGE GIFT CERTIFICATE

KRW

185,000

FROM KRW 544,500

전상근 작가가 밤 하늘의 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백자 천공 주병과 잔,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달항아리 모양의 향초 세트입니다. 주병 세트는 술, 차, 물 등 담는 음료에 따라 천
공을 통해 다채로운 색을 자아냅니다. 달항아리 향초는 아로마틱한 풀내음의 파크 하얏트 서
울 시그니처 향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미와 현대미를 동시에 지닌 각 아이템은 장식용 가치
와 실용성 모두 뛰어나 고급스러운 선물로 제격입니다.

베드 앤 브렉퍼스트 패키지
BED & BREAKFAST PACKAGE

백자 천공 주병 1개와 잔 3개, 달항아리 향초 1개 (파크 하얏트 서울 시그니처 향)

로맨스 앳 더 파크 패키지
ROMANCE AT THE PARK PACKAGE

White porcelain bottle 1ea and cup 3ea, moon jar candle 1ea (Park Hyatt Seoul signature
scent)

객실 1박, 매일 코너스톤 뷔페 조식 2인, 파크 클럽 피트니스 스튜디오 및 수영장 이용

One-night stay in a guestroom, Cornerstone breakfast buffet for two, and an access to Park
Club fitness studio and swimming pool
FROM KRW 627,000

객실 1박, 프라이빗 인룸 조식 2인, 드라이 플라워 박스와 배스 밤, 레드 와인 1병과 메종 뒤
쇼콜라 초콜릿, 오후 2시까지 체크아웃 연장, 파크 클럽 피트니스 스튜디오 및 수영장 이용

One-night stay in a guestroom, private in-room breakfast for two, dried flowers & bath balm,
a bottle of red wine & La Maison Du Chocolat chocolates, late checkout until 2:00 PM, and
an access to Park Club fitness studio and swimming pool
*
*

백자 달항아리 캔들 별도 구매 가능하며, 7만 5천원입니다.

White porcelain moon jar candles can be purchased
separately, priced at KRW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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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타입 및 투숙 인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room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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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및 스파 바우처

주문 안내

RESTAURANT AND SPA GIFT CERTIFICATE

PURCHASE GUIDE

●

판매 기간

2019년 8월 19일 – 2019년 9월 14일 (기간 전에는 주문만 가능)

●

판매 장소

코너스톤 (파크 하얏트 서울 2층)

●

10개 이상 주문 시, 10% 할인 혜택 제공

●

10개 이상 주문 시, 사전 주문 및 주문 당일 총 금액의 50% 선입금 필수
○ 10개 - 20개 : 5일 전 주문
○ 20개 초과 : 최소 일주일 전 주문

●

배송 서비스
개 당 20만원 이상 아이템 구매 시 서울 내 무료 익일 배송
○ 개 당 20만원 미만 아이템 구매 혹은 서울 외 지역 배송 시 지역에 따라 배송비 발생
○

●
●

바우처는 현금 또는 법인 카드로만 결제 가능
주문 및 문의
전화 : 코너스톤 02 2016 1220·1221
○ 이메일 : selph-cornerstone@hyatt.com
○

●

코너스톤 주말 브런치 2인
CORNERSTONE WEEKEND BRUNCH FOR TWO

KRW 210,000

더 라운지 런치 세트 2인
THE LOUNGE LUNCH SET FOR TWO

KRW 140,000

PERIOD August 19, 2019 – September 14, 2019

			
●

VENUE

Cornerstone (Park Hyatt Seoul, 2F)

●

Orders of more than ten items will receive 10% off.

●

For orders of more than ten items, a 50% deposit are required when ordering.
○

더 팀버 하우스 스시 오마카세 2인
THE TIMBER HOUSE SUSHI OMAKASE FOR TWO

(Order only available before August 19)

○

KRW 280,000
●

10 - 20 items : Five-day advance order required
More than 20 items : Seven-day advance order required

DELIVERY SERVICE

Complimentary next-day delivery for orders of more than KRW 200,000 per item
There will be a delivery fee for orders of less than KRW 200,000 per item or
		 for deliveries outside of Seoul (fees may differ depending on location).
○
○

파크 클럽 스파 트리트먼트
PARK CLUB SPA TREATMENT
Personalized massage 60-minute / 90-minute

KRW 210,000 / KRW 280,000
KRW 370,000

Namu ritual 120-minute

●

Gift certificates must be paid in cash or with corporate credit cards only.

●

INFORMATION & PURCH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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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Cornerstone +82 2 2016 1220·1221
Email : selph-cornerstone@hya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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