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추석 선물세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선물 세트는

소중한 분들을 위한 감사와 존경,

귀한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만을 고집하는 셰프와 전문가들이

섬세한 안목과 바른 원칙으로 엄선하고

예와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전하시는 분의 소중한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진심의 깊이가 다른 이 순간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과 함께 하십시오. 

귀한 진심을 담다
Moment of Sincerity





 BEEF SELECTION
정직하고 바른 기준으로 깊은 풍미를 만들어가는 순간



더 마고 그릴 한우 스테이크
더 마고 그릴 한우 스테이크 1호 1++ SET  790,000원

안심 0.56kg, 등심 1.08kg, 황장목 심재 소금 200g, 트러플 오일 100ml 1.64kg

더 마고 그릴 한우 스테이크 2호 1++ SET  640,000원

채끝 1.62kg, 황장목 심재 소금 200g, 트러플 오일 100ml 1.62kg

최상급 한우를 전문가의 안목으로 엄선해 더 마고 그릴에서 

드시는 양과 질 그대로 담아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블링을 

자랑하는 1++ 최고급 스테이크에 황장목 심재 소금과 트러플 오일

을 더해 품격있는 선물로 자신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원산지 국내산 냉장 한우, 심재 소금/국내산, 트러플 오일/이탈리아   

제조/공급업체 필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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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프라임 스테이크
슈퍼 프라임 스테이크 1호 SET  470,000원

안심 1.12kg, 채끝 0.54kg, 황장목 심재 소금 200g, 트러플 오일 100ml 1.66kg

슈퍼 프라임 스테이크 2호 SET  360,000원

채끝 1.62kg, 황장목 심재 소금 200g, 트러플 오일 100ml 1.62kg

더 마고 그릴에서 사용되는 미국산 육류 최상위 등급에서 

엄선한 슈퍼 프라임으로 알차게 구성한 세트입니다. 충분한 숙성 

시간을 거쳐 풍부한 육즙과 최적의 육질을 자랑하는 슈퍼 프라임을 

황장목 심재 소금, 트러플 오일과 함께 곁들여 즐겨보세요.
원산지 미국산 냉장 수입육, 심재 소금/국내산, 트러플 오일/이탈리아  

제조/공급업체 진해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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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선 한우
명절 특선 한우 1호 1++ SET  290,000원

부채살 0.5kg, 불고기 1kg, 국거리 0.5kg 2.00kg

명절 특선 한우 2호 1++ SET  270,000원

설도산적 0.5kg, 설도육전 0.5kg,  2.00kg

설도꼬지 0.5kg, 국거리 0.5kg

원산지 국내산 냉장 한우 제조/공급업체 필푸드

명절 제사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상급 한우를

용도별로 골고루 모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산적, 전,

꼬지용은 좀 더 부드러운 육질을 느낄 수 있는 설도

부위로, 국거리는 감칠맛 좋은 양지로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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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실속 한우명절 실속 한우 1호 1+ SET 350,000원

안심 0.42kg, 채끝 0.42kg, 불고기 0.5kg, 국거리 0.5kg 1.84kg

명절 실속 한우 2호 1+ SET  290,000원

등심 0.42kg, 불고기 1.0kg, 국거리 0.5kg 1.92kg

원산지 국내산 냉장 한우 제조/공급업체 필푸드 

구이용, 불고기, 국거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엄선된 한우의 실속있는 부위로 구성한 

고급 한우 세트입니다.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로 산소 포장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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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LA 갈비 SET  200,000원

LA갈비 0.6kg x 4 2.40kg

원산지 미국산 냉동 수입육 제조/공급업체 진해물산

양념 LA 갈비
두툼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며 지방 함유량을 낮춘 

갈비만을 선별해 몸에 좋은 한약재들을 넣어 정성스럽게

달여 만든 특제 소스에 재웠습니다. 더욱 맛있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2인분씩 소포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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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불갈비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을 자랑하는 갈비만을 선별해 

몸에 좋은 한약재들을 넣어 정성스럽게 달여 만든 특제 소스에 

재워 특별한 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좋은 상품입니다. 더욱 맛있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2인분씩 소포장하여 드립니다.

뼈없는 양념 불갈비 SET  360,000원

뼈없는 불갈비 0.5kg x 4 2.00kg

양념 불갈비 SET  320,000원

불갈비 0.6kg x 4 2.40kg

원산지 미국산 냉동 수입육 제조/공급업체 진해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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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FOOD SELECTION
청정 해안의 신선함에 세심한 정성을 더해 격을 높이는 순간



법성포 알배기 굴비
영양이 풍부하고 알이 꽉 찬 조기를 2021년 어획하여 굴비의 

본고장인 영광 법성포 앞바다에서 해풍에 건조하였습니다. 

굴비의 참맛을 즐길 수 있도록 천일염으로 섶간하고, 드시기 

편하도록 한 마리씩 개별 진공 포장하여 드립니다.

알배기 굴비 1호 (25-26cm) SET  640,000원

반건조 냉동굴비 10마리

알배기 굴비 2호 (23-24cm) SET  490,000원

반건조 냉동굴비 10마리

알배기 굴비 3호 (21-22cm) SET  330,000원

반건조 냉동굴비 10마리

원산지 국내산 공급업체 영운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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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배기 굴비 1호 (26-27cm) SET  450,000원

반건조 냉동굴비 10마리

살배기 굴비 2호 (24-25cm) SET  370,000원

반건조 냉동굴비 10마리

살배기 굴비 3호 (22-23cm) SET  300,000원

반건조 냉동굴비 10마리

법성포 살배기 굴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멸치와 새우 등 영양소가 풍부한 먹잇감을 

섭취하여 살이 오른 조기를 겨울에 어획하여 해풍에 건조하였습니다. 

굴비의 참맛을 즐길 수 있도록 천일염으로 섶간하고, 

드시기 편하도록 한 마리씩 개별 진공 포장하여 드립니다. 원산지 국내산 공급업체 영운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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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전복
청정해역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활전복만을 선별해 

삶은 후, 껍질과 내장 등을 깨끗하게 손질해 냉동한 자숙 전복입니다.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드시기 편하도록 

한 개씩 진공 포장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자숙 전복 세트 SET  230,000원

자숙 전복 30g 이상 x 24 24마리

원산지 국내산 제조/공급업체 원양물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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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활전복
청정해역인 전라남도 완도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활전복으로, 탱탱하고 쫄깃한 육질과 

고소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해수와 함께 살아있는 상태로 

포장하여 원재료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완도 활전복 SET  190,000원

완도 활전복 110g 이상 x 12 12마리

원산지 국내산 공급업체 케이에스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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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RMET FOOD SELECTION
건강한 땅과 바람의 기운을 명인의 손길로 담아내는 순간



이탈리안 파스타 & 소스
미쉐린 스타 셰프들이 애용하는 명품 파스타로 뛰어난 식감과 

트러플 향이 일품인 타르투피시마 파스타면, 아브루초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밀로 만든 사냐페치 파스타면을 고급 트러플 오일 및 

각종 소스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이탈리안 파스타 SET 250,000원

타르투피시마 파스타면 250g x 2, 사냐페치 파스타면 500g x 1, 

트러플 오일 100ml x 1, 트러플 솔트 30g x 1, 아라비아따 소스 270g x 2, 

까르보나라 소스 270g x 2, 트러플 소스 180g x 1

원산지 이탈리아 공급업체 파스타/투데이앤투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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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트러플
이탈리아의 트러플 장인 마리오 페라리(Mario Ferrari)가

선택한 최고급 품질의 트러플입니다. 전용 슬라이서로 

얇게 잘라 육류나 파스타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고급스럽고 

독특한 트러플 풍미를 가득 느끼실 수 있습니다.

블랙 트러플 SET 420,000원

블랙 썸머 트러플 30g x 4, 트러플 솔트 100g x 2, 

트러플 오일 250ml x 1, 트러플 슬라이서 x 1

원산지 이탈리아 공급업체 쉐프스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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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연어
노르웨이산 프리미엄 연어만을 엄선해 로즈마리, 월계수 등의 

향신료로 양념하고 참나무로 훈연해 은은한 참나무 향과 연어의 

고소한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진공 포장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훈제 연어 세트 SET 180,000원

훈제연어 600g x 2, 200g x 2, 케이퍼, 홀스래디쉬  1.6kg

원산지 노르웨이 공급업체 드림씨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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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봉 반건시 & 감말랭이
청도 대봉 반건시와 감말랭이는 최첨단 감압기술로 씨 없는 감의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100% 무첨가 천연 식품으로, 부드러운 육질과 

뛰어난 색택을 자랑합니다. 최적의 건조와 숙성 시간을 거쳐 높은 

당도와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건강한 자연의 맛을 느껴보세요.

청도 대봉 반건시  SET   160,000원

청도 대봉 반건시 29개

청도 대봉 반건시 & 감말랭이  SET  150,000원

청도 대봉 반건시 19개, 감말랭이 1kg 

원산지 국내산 제조/공급업체 청도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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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제 육포
전통 한식과 이바지 음식의 장인인 김정자 대표가 37년 동안 

수제로 만들어온 프리미엄 한우 육포입니다. 강원도 평창 한우를 

공수하여 천연 양념에 재우고 청정한 볕과 바람으로만 100% 

자연 건조해 살아있는 육질과 육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내산 제조/공급업체 반가원

한우 수제 육포 1호 SET 320,000원

홍두깨살 통정육포 65g x 2, 한입팩 육포 25g x 8, 970g

호두곶감쌈 80g x 8

한우 수제 육포 2호 SET 260,000원

홍두깨살 통정육포 65g x 1, 채끝 통정육포 30g x 2, 545g

한입팩 육포 25g x 4, 호두곶감쌈 80g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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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젓갈 세트
국내 젓갈 장인의 전통 고유 비법으로 만든 

고급 젓갈 세트입니다. 엄선된 재료 본연의

식감과 젓갈 고유의 담백하고 깊은 

감칠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원산지 낙지젓·멍게젓/국내산, 명란젓·명태회무침/러시아 공급업체 길푸드

명절 젓갈 세트 SET 270,000원

낙지젓 450g, 멍게젓 450g, 명란젓 450g, 명태회무침 450g, 1.8kg

참기름 10ml x 4, 들기름 10ml x 4, 볶은 참깨 5g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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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명품 한과 세트

한과 세트 1호 SET   220,000원

흑미 & 백미 등 산자 총 20개, 단호박 & 백년초 등 유과 총 32개, 72개

금귤 & 도라지 등 정과 총 20개

한과 세트 2호 SET   180,000원

흑미 & 백미 등 산자 총 24개, 단호박 & 백년초 등 유과 총 20개, 52개

금귤 & 도라지 등 정과 총 8개

원산지 국내산 제조/공급업체 홍천명품한과

홍천 백우산 청정 지역에서 길러낸 단호박과 질 좋은 찹쌀을 원료로

장인들이 전통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명품 한과 세트입니다.

홍천쌀에 엿기름을 넣고 삭힌 후 가마솥에 고아 만든 조청을 사용해

덜 달고, 담백한 전통 과자 본연의 풍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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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 다기 세트
황장목 심재 침출차 & 소금 세트

보이차 & 다기 세트 SET 320,000원

보이차 생차 50g, 보이차 숙차 50g, 다관, 찻잔, 차 거름망, 차 받침대

황장목 심재 침출차 & 소금 세트 SET 170,000원

심재 침출차 2g x 20, 심재 굵은 소금 200g 1개, 심재 가는 소금 200g 1개

유서깊은 보이차 산지인 포랑산에서 채엽한 보이찻잎을 생차와 

숙차 두 가지로 준비하여 천연 유약을 발라 고온 소성한 다관 세트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황장목 침출차와 소금은 국내산 소나무의 심재 

원료로 만들어 풍부한 유용성분, 우수한 풍미와 향을 자랑합니다.
원산지 보이차 & 다기/중국, 심재 침출차 & 소금/국내산

공급업체 보이차 & 다기/브라운즈, 심재 침출차 & 소금/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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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W EXCLUSIVE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차별화된 가치와 철학을 창작하는 순간



JW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침구 & 배스로브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준비한 고품격 침구 세트는 폴란드산 

거위털로 채워진 이불과 헝가리산 거위털 베개로 구성되었으며,

포근함과 부드러움이 일품입니다. 럭셔리한 호텔에서 즐겼던 

편안한 숙면과 우아한 품격을 가정에서도 그대로 느껴보세요. 

거위털 이불  가슴털 90% + 깃털 10% / 200 x 230 cm 650,000원

거위털 베개  가슴털 50% + 깃털 50% / 50 x 70 cm 170,000원

이불 커버   면 100% / 200 x 230 cm  140,000원

베개 커버   면 100% / 50 x 70 cm  22,000원

목욕 가운   면 100%  80,000원

원산지 폴란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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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시그니처 디퓨저
호텔 공간 및 어메니티 향으로 특별 제작한 최고급 대형 디퓨저입니다. 

달콤한 과일과 나무 향이 어우러진 INSPIRING, 플라워, 나무, 

스파이시 향이 조화를 이루는 ENRICHING, 상쾌한 

라벤더 향을 담은 REFRESHING 향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퓨저  99,000원

Inspiring 향, Enriching 향, Refreshing 향 중 택 1 4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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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주 커피 & 파운드 케이크 세트
미국 트리니다드 커피 본사에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만을 위해 직접 블렌딩한 JW 시그니처 오마주 

커피와 호텔 총괄 파티시에의 섬세한 안목으로 준비한 

베이커리 세트로 달콤한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오마주 커피빈 2팩 & 파운드 케이크  SET 100,000원

트리니다드 드립백 2팩 & 파운드 케이크 SET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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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W 메리어트 호텔 서울 햄퍼 세트
소중한 분의 취향과 품격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 가능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햄퍼 세트입니다. 최고급 

이탈리안 파스타면과 소스류, 디저트와 와인 등 호텔의 대표 

고메 제품들을 풍성하고 고급스럽게 담아 준비해 드립니다.원산지 이탈리아 외

햄퍼 세트 SET   구성 아이템에 따라 가격 상이

트러플 솔트, 트러플 오일, 애플 비니거, 세라믹 올리브 오일, 쿠키, 차, 이탈리안 

파스타면 및 소스류, 황장목 심재 소금, 이비자 솔트, 와인 중 원하는 종류와 

수량만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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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W EXPERIENCE
깊이가 다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순간



얼티밋 로맨스 패키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이 연인과 함께 가장 특별하고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한 객실 패키지입니다. 스위스 럭셔리 브랜드 쇼파드

(Chopard)의 다채로운 장미 향이 담긴 고급 향수와 프리미엄 와인 등이 

포함된 풍성한 선물들로 사랑하는 이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하세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640,000원

이그제큐티브 디럭스  460,000원

이그제큐티브 디럭스 또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1박,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2인 

이용, 러브 쇼파드 오 드 퍼퓸 50ml 1개, 비비 그라츠, 까사마타 비앙코 와인 1병, 

마카롱 세트, 세금 및 봉사료 별도

(2021년 10월 18~21일, 12월 24~25일, 31일, 2022년 1월 1일 예약 불가) 

문의 : 02.6282.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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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분들께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 플레이버즈의 식사권을 

선물하세요. 품격있게 꾸며진 공간에서 최고급 식재료의 풍부한 

맛과 식감을 살린 요리와 전문 셰프들이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즉석으로 선보이는 세계 각국의 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버즈 뷔페 이용권

뷔페 이용권 (2인권)  260,000원

뷔페 이용권 (1인권)  130,000원

37



소중한 분들에게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의 품격있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보세요. 금액 상품권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럭셔리한 객실, 다양한 미식의 향연을 선사할 

모든 레스토랑 및 바에서 현금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JW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상품권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상품권 (10만원권) 100,000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상품권 (5만원권)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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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메리어트
소중한 고객님을 가장 폭넓고 영향력 있는 식음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초대합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서비스를 더욱 특별한 혜택과 함께 

누리실 수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300여개 클럽 메리어트 참여 호텔 

및 리조트에서 다양한 다이닝과 객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럽 메리어트 멤버십 - 프리미엄   1,000,000원

이그제큐티브 디럭스 객실 무료 숙박권 (1매), 객실 금액권 (5만원권, 1매), 

2인 조식 이용권 (3매), 2인 뷔페 이용권 (1매), 식사 금액권 (5만원권, 2매), 

식사 금액권 (10만원권, 1매), 파티세리 & 카페 원 금액권 (2만원권, 10매), 

생일 축하 케이크 이용권 (1매), 웰컴 드링크 이용권 (2매), 마르퀴스 피트니스 

클럽 2인 1일 이용권 (2매)

클럽 메리어트 멤버십 - 클래식   500,000원

디럭스 객실 2박 연박 시 1박 무료 숙박권 (1매), 객실 금액권 (3만원권, 1매), 2인 

조식 이용권 (2매), 2인 뷔페 이용권 (1매), 식사 금액권 (5만원권, 2매), 파티세리 

& 카페 원 금액권 (2만원권, 10매), 생일 축하 케이크 이용권 (1매), 웰컴 드링크 이용

권 (1매), 마르퀴스 피트니스 클럽 2인 1일 이용권 (1매)

객실 요금 최대 15% 할인 (주중 10%, 주말 15% 할인), 식음료 20% 할인 

(최대 6인 또는 20인), 파티세리 및 리테일 샵 10% 할인, 클럽 메리어트와 

계약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참여 호텔 객실 및 식음료 최대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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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AGE SELECTION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품격과 가치가 닿는 순간



더 마고 그릴 셀렉션 와인 8종

Château Ausone 2002

   1,97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카베르네 프랑, 메를로

샤토 오존은 보르도의 샤토 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그 

찬란한 명성에 견줄 수 있는 와인은 많지 않습니다. 

1995년부터 알랭 보티에르가 소유하면서부터 평균 

수령 50년 이상의 포도나무의 완전히 농익은 포도만을 

이용해 와인의 품질을 높였고, 현재는 생떼밀리옹 지역

에서 가장 화려한 와이너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hâteau Lafite Rothschild 2010

   3,11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보르도 그랑 크뤼 1등급 중의 1등급 와인으로 알려진 

샤토 라피트 로칠드는 토마스 제퍼슨, 프랑스 루이 15

세가 사랑했던 와인으로 '황제의 와인', '대통령의 와

인'으로 불리는 프랑스 최고 명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10년은 21세기 이후 가장 뛰어난 해로 손꼽히는 그

레이트 빈티지로, 매우 기품있는 보르도 와인입니다.

Château Margaux 1985

   2,58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대문호 헤밍웨이가 손녀의 이름을 마고 헤밍웨이라 지

을 정도로 사랑했던 샤토 마고는 보르도 그랑 크뤼 1등

급 중에서도 섬세하고 기품있으며, 환상적인 아로마와 

함께 벨벳같은 질감으로 '보르도 와인의 여왕'이라는 칭

호를 받는 프랑스 최고의 와인 중 하나입니다. 30년이 

넘은 샤토 마고의 세월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Château Latour 1999

  2,37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샤토 라투르는 진한 맛과 긴 여운의 맛을 지니며, 보통 

20년에서 30년을 숙성시켜야 하는 장기 숙성으로 유

명한 와인입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휴 존슨은 샤

토 라피트 로칠드를 '테너'이자 '서정시'로 은유한다면, 

샤토 라투르는 '베이스'이자 '대서사시'라고 묘사하기

도 하였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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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수석 소믈리에가 엄선하여 품목별 2병 한정 수량으로 준비한 와인들입니다.

더 마고 그릴 와인셀러의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로 보관되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고객님께 선보입니다.

Château Cheval Blanc 2004

   1,71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카베르네 프랑, 메를로

1854년에 설립된 샤토 슈발 블랑은 기존의 특급 샤토

들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지만, '생떼밀리옹에서 슈

발 블랑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는 극찬을 받고 있

습니다. 진한 색과 더불어 카베르네 프랑 품종의 영향

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깊은 맛과 향이 입 안 가득히 퍼

지는 세계 최고의 와인 중 하나입니다.

Château Ducru Beaucaillou 1982

 1,63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평론가들로부터 '2등급이지만 품질은 1등급에 떨어지

지 않는다'라는 극찬을 받으며 샤또 뒤크뤼 보까이유는 

'슈퍼 세컨드'로 불리우며 보르도 생줄리앙 지역을 대

표하는 와인이 되었습니다. 보르도 올드 빈티지 애호가

라면 1982년 빈티지의 세월의 흔적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희귀한 와인입니다. 

Château Haut-Brion 1996 

  1,71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샤토 오 브리옹은 보르도 그랑 크뤼 1등급 중에서 유일

하게 그라브 페삭-레오낭 지역에서 생산되며, 매우 따

뜻하고 조화로우면서도 복잡하고 긴 피니쉬, 아로마와 

부케를 선사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장기 숙성을 거치

면서 부드럽고 환상적인 밸런스를 보여주는 샤토 오 브

리옹의 진가는 올드 빈티지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Château Mouton Rothschild 1988

  1,82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100년이 넘는 보르도 그랑 크뤼 등급에서 유일하게 

1973년 등급 조정을 거쳐 그랑 크뤼 1등급으로 승격한 

샤토 무똥 로칠드는 힘을 겸비해 뛰어난 밸런스와 아로

마를 가진 와인입니다. 레이블을 유명 예술가들이 디자

인하는 와인으로도 유명하며, 1988년 레이블은 세계적

인 아티스트 키스 해링의 작품으로 그 가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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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세트 1호  450,000원

1. E.Guigal Hermitage Rouge Art Collection 2014

2. Buccella Mica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2019

지역 1. 프랑스 2 .미국 품종 1. 시라 2. 카베르네 소비뇽

이 기갈 에르미타쥐 루즈는 시라 100%로 자두, 무화

과와 감초 향이 복합적인 아로마를 형성하며, 정제된 

탄닌의 우아한 맛과 스파이시함이 다채로운 여운을 남

깁니다. 미국 모던 컬트 와인의 대명사 부켈라의 세컨

드 라벨인 미카는 과일 향이 진하고 신선한 맛이 있어, 

긴 숙성기간 필요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는 와인입니다.

와인 세트 4호  210,000원

1. Marqués de Murrieta Reserva Red 2016

2. Marqués de Murrieta Capellanía Reserva White 2016

지역 스페인 품종 1. 템프라니요, 그라시아노 2. 비우라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는 스페인 리오하 와인을 전 세계

에 알리고 2020년 와인스펙테이터 1위의 영예를 누린 

와이너리입니다. 리제르바 레드는 잘 익은 과실 향의 달

콤한 아로마, 탄탄한 구조감과 밸런스가 뛰어납니다. 케

페야니아 화이트는 비우라 품종을 20개월간 뉴프렌치 

오크로 숙성하여 과실 향과 토양의 리치한 아로마를 담

았으며, 신선한 생기와 파워풀한 피니시가 인상적입니다. 

와인 세트 8종

와인 세트 3호  280,000원

1. Château Desmirail 2017

2. Château Cos Labory 2014

지역 프랑스 품종 1. & 2.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샤토 데스미라이는 보르도 그랑 크뤼 3등급 와인으로 블

랙베리의 풍성한 아로마와 입 안을 감도는 부드러운 질감

과 신선한 과실, 은은하고 우아한 오크 향으로 마무리 됩

니다. 보르도 그랑 크뤼 5등급인 샤토 꼬스 라보리는 생

떼스테프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잘 표현한 와인으로, 풍부

한 블랙베리와 라즈베리 잼의 아로마와 우아한 탄닌의 터

치가 일품입니다.

와인 세트 2호  330,000원
1. The Prisoner Red Blend California 2018

2. The Snitch Chardonnay Napa Valley 2018 

지역 미국 품종 1. 진판델, 카베르네 소비뇽, 쁘띠 시라, 샤르보노

  2. 샤르도네, 비오니에

더 프리즈너 레드 블렌드는 진판델, 카베르네 소비뇽, 쁘띠

시라, 샤르보노 품종을 블렌딩해 잘 익은 베리류와 바닐라의 

풍미가 길게 지속되며 매끄럽고 아름답게 마무리 됩니다. 더 

스니치 샤도네이는 나파 밸리 최상급 산지에서 재배된 샤르

도네에 약간의 비오니에를 블렌딩한 고급 화이트 와인으로 

사과와 배, 크림 브륄레 향이 진하게 느껴지며, 입에서는 풍

부하고 밸런스가 좋은 밝은 산도가 균형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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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세트 6호  200,000원

1. Vincent Girardin, Pinot Noir Cuvee Saint Vincent 2018

2. Vincent Girardin, Chardonnay Cuvee Saint Vincent 2017

지역 프랑스 품종 1. 피노 누아 2. 샤르도네

부르고뉴의 와인 명가, 뱅상 지라르댕은 포도의 자연적 순

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높

은 품질의 와인을 제조합니다. 피노누아 퀴베 생 뱅상은 

베리의 상큼한 아로마와 함께 일체감 있는 바디감과 풍부

하고 긴 여운이 인상적이며, 투명한 레몬색을 띄는 샤르도

네는 시트러스한 과실 향과 화사한 꽃향기가 덧입혀져 고

급스러운 복합미가 돋보이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와인 세트 7호  170,000원

1. Woodcutter's Shiraz, Torbreck 2019

2. Cellar Selection Sauvignon Blanc, Villa Maria 2020

지역 1. 호주 2 .뉴질랜드 품종 1. 쉬라즈 2. 소비뇽 블랑

호주 바로사밸리의 최고급 와인 생산자인 토브랙에서 

생산한 우드커터스 쉬라즈는 호주 쉬라즈의 전형적인 

특성이 돋보이는 와인으로 밝은 자주색을 띄며, 잘 익

은 베리와 스파이시한 풍미가 더해져 긴 피니시를 선사

합니다. 셀러 셀렉션 소비뇽 블랑은 신선한 허브와 시

트러스의 쥬이시함이 입안을 감싸며 셔벗 같은 산미와 

미네랄이 조화를 이룹니다.

와인 세트 8호  150,000원

1. Casa Rojo, The Invisible Man Red 2016

2. Casa Rojo, El Gordo del Circo White 2019

지역 스페인 품종 1. 템프라니요 2. 베르데호

카사 로호는 스페인 고유의 떼루아와 토착품종을 현대

적 방식으로 세계에 알리는 모던주의 와인 생산자입니

다. 인비저블맨 레드는 진한 과실 향과 함께 감초와 육

두구 등의 스파이시한 풍미, 그리고 입 안을 꽉 채우는 

묵직한 피니시를 자랑합니다. 엘 고르도 화이트는 베르

데호 품종을 이용하여 강렬한 열대과일의 아로마와 크

리미한 질감이 입 안을 꽉 채우는 풀바디의 와인입니다.

와인 세트 5호  230,000원

1. Cristom Mt. Jefferson 2018

2. Cristom Vineyards Eola-Amity Hills Chardonnay 2018

지역 미국 품종 1. 피노 누아 2. 샤르도네

크리스톰 빈야드는 브루고뉴와 가장 비슷한 피노 누아

를 생산하고 있는 와이너리로, 마운틴 제퍼슨 피노 누아

는 신선한 붉은 과실 풍미와 미네랄의 섬세하고 완벽한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올라-아미티 힐즈 샤르도네

는 실크처럼 매끄러운 텍스처와 생동감 있는 산미를 은

은한 오크 뉘앙스가 조화롭게 감싸주어 일체감 있는 바

디를 형성하며 긴 여운이 남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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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와인 4종

E.Guigal Hermitage Rouge Art Label 2014

  23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시라

이 기갈은 수식어가 필요없는 프랑스 론 지역 최고의 

생산자이자 교과서로 꼽히는 와이너리로, 아트 시리즈

는 김창열 작가의 1974년작 '물방울'을 레이블로 담아 

더욱 특별합니다. 시라 100%로 자두, 무화과, 감초 향

이 복합적인 아로마를 형성하며, 정제된 탄닌의 우아한 

맛과 스파이시함이 다채로운 여운을 남깁니다.

Cristom Mt. Jefferson 2018

  140,000원

지역 미국 품종 피노 누아

미국 오래곤주 윌라메트 밸리에 위치한 크리스톰 와이

너리의 포도밭은 일조량이 많은 지역으로 생산량을 최

소로 하여 농축된 과즙과 향을 얻고 있습니다. 마운트 

제퍼슨 피노 누아는 각 지역 떼루아의 다양성이 풍부하

게 담겨있으며, 섬세하고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와인으

로 그 명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Cuttings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The Prisoner Wine 2018 
  250,000원

지역 미국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시라, 진판델

나무의 가지를 꺾어 새 포도나무를 번식시킴을 묘사하

는 레이블의 커팅스 나파 밸리 카베르네 소비뇽은 블루

베리와 검은 체리, 코코아 등의 뉘앙스가 기분 좋게 느

껴집니다. 갓 볶은 신선한 원두의 향, 블랙커런트, 바닐

라 빈, 향신료 그리고 야생 베리의 아로마가 다채로운 

와인입니다. 

Maestro Red Blend
Robert Mondavi 2017 
 200,000원

지역 미국 품종 카베르네 소비뇽, 카베르네 프랑,

 메를로, 쁘띠 베르도, 말벡

미국 와인이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으로 인식될 수 있게 

만든 주역이자 긴 역사를 자랑하는 로버트 몬다비 와이

너리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생산되었으며, 잘 익은 

검은 자두와 카시스 나무, 바이올렛, 시나몬 그리고 달

지 않은 코코아의 풍미가 입안 한 가득 어우러지며 강

렬한 탄닌이 인상적인 와인입니다. 

46



화이트 와인 2종트 와인 2종 로제와인 2종트 와

Vincent Girardin, Chardonnay 
Cuvee Saint Vincent 2017 
  11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샤르도네

퀴베 생 뱅상은 친환경 와인 제조법인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사용하여 부르고뉴 지역의 떼루아를 그대로 반

영한 와인입니다. 투명한 레몬색을 띄고 시트러스한 과

실 향과 꽃향기가 화려하게 피어나며, 고급스러운 복합

미에 미네랄의 풍미가 돋보이는 밸런스가 좋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Soho, Pink Sheep Rose 2020

  80,000원

지역 뉴질랜드 품종 피노 누아

소호는 현재 뉴질랜드와 뉴욕에서 가장 주목받는 와이

너리로, 패션 디자이너들의 스타일과 소호만의 특성을 

반영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핑크 쉽 로제는 알렉산더 맥

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투명하게 반짝이는 

핑크빛과 복숭아, 레드베리, 흰 꽃 등 은은하게 입 안을 

감싸는 붉은 과실의 풍미가 매력적인 로제 와인입니다.

Domaine Laporte, Le Bouquet Rose 2019

  8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피노 누아

장-마리 부르주아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부티크 프

라이빗 와이너리인 도멘 라포르트는 묵직하면서도 섬

세한 매력을 선보이는 '차세대 프리미엄 상세르'라는 

극찬을 듣고 있습니다. 르 부케 로제는 100% 피노 누

아로 만들며, 붉은 자두와 체리, 은은한 장미 향과 함께 

신선함이 극대화된 로제 와인입니다.

Blindfold White Wine,
The Prisoner Wine 2019 
 150,000원

지역 미국 품종 샤르도네, 루산느, 비오니에, 뮈스카

스페인 화가 '고야'의 작품을 레이블에 넣은 블라인드 

폴드 화이트는 리치와 시트러스, 바닐라, 복숭아 타르

트의 향을 지녔으며 깔끔하고 상큼한 감귤과 버터 스카

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와인으로, 샤도네이의 클래식

함과 그 너머로는 프렌치 오크통의 향과 질감을 선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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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2종샴페인 2종

Glenmorangie
Signet

 550,000원

지역 스코틀랜드

Glenmorangie
18 Years Old

 330,000원

지역 스코틀랜드

Louis Roederer,
Brut Nature 2012

 33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피노 누아, 샤르도네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 크리에이터 '필

립 스타크'와 러시아 황실의 공식 샴페인 

공급사 '루이 로드레'의 이색적인 콜라보

레이션으로 탄생한 샴페인입니다. 기분

좋은 산도, 미네랄, 과일 향과 크리미한 

질감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미감을 만들

어 마치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듯한 느낌

을 선사합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가장 애호하는 

하우스 샴페인으로 꼽히는 찰스 하이직

은 세계적인 글라스웨어사 '리델'과 디켄

팅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로 깊은 풍미

를 자랑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

벽한 밸런스가 부드러움 뿐만 아니라 견

고함을 만들며, 아주 긴 피니쉬가 인상적

입니다. 

글렌모렌지 시그넷은 유명한 캐리브루 

보리밭에서 자란 보리를 사용해 풍부한 

풍미를 자랑하는 위스키로 진한 아루바 

에스프레소에 셰리주를 듬뿍 넣은 당밀 

같은 질감의 자두 푸딩, 설탕에 절인 오

렌지 껍질 향과 함께 강력한 스파이스와 

쓴 모카의 폭발적인 풍미가 풍성한 달콤

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글렌모렌지 18년산은 특별한 숙성 과

정을 거쳐 뚜렷한 개성을 가진 싱글몰

트 위스키로, 말린 과일과 꽃 향이 느껴

지는 달콤한 향을 가졌으며, 매혹적인 

피니시가 길게 이어집니다. 또한, 말린 

과일의 달콤함과 올로로소 셰리통의 견

과류 향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건조함이 

특징입니다. 

Charles Heidsieck, 
Brut Millesime 2012

 260,000원

지역 프랑스

품종 피노 누아, 샤르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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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2종 사케 2종

소호 56도

 260,000원

지역 한국

소호 36도

 130,000원

지역 한국

소호는 '웃는 호랑이'라는 뜻으로, 햅쌀 

현미를 발아시키고 생쌀과 함께 발효시

킨 후 100일간 저온 숙성하여 세 번 증

류하고 달항아리에서 4년 이상 숙성시

키는 등 정성으로 빚는 술입니다. 양조장 

대표 이계송 화백의 작품 ‘상춘(항상 봄

이소서)’을 레이블로 하여 예술적 미학과 

가치를 담았습니다.

햅쌀 현미를 발아시키고 생쌀과 함께 발

효시킨 후 100일간 저온 숙성하여 두 번 

증류하고 달항아리에서 3년 이상 숙성한 

증류 원액입니다. 상온의 온도로 드실 때 

깊은 맛과 향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

으며, 높은 도수에도 부드러운 목넘김을 

자랑합니다. 혀끝으로 맛보는 산뜻한 배

향이 달큰합니다.

국내에서는 타마유라 한정으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명품 사케입니다. 이와테현 천

혜의 자연의 칸잔에서 내려오는 연수로 

가장 추운 시기에 양조하여 특유의 자연

향이 강하며, 물을 섞지 않은 원주로 깊

은 긴조 향과 경쾌하고 부드럽게 넘어가

는 목넘김이 일품인 타마유라 시그니처 

사케입니다.

스이센 주조의 오랜 전통, 기술력과 장인 

정신으로, 특별 준마이의 탄탄한 주질과 

쌀 특유의 감칠 맛을 담았습니다. 주조미 

히토메보레를 60%까지 정미하고 가장 

추운 시기에 양조해 섬세하고 깔끔한 풍

미가 돋보이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

는 부드럽고 풍부한 맛의 타마유라 시그

니처 사케입니다. 

타마유라 다이긴죠 겐슈 

 190,000원

지역 일본

타마유라 토쿠베츠 준마이

 170,000원

지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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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별 리스트

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양념 LA 갈비 200,000원 10p

한과 세트 1호 220,000원 26p

자숙 전복 세트 230,000원 16p

이탈리안 파스타 250,000원 20p 

한우 수제 육포 2호 260,000원 24p 

뷔페 이용권 (2인권) 260,000원 37p 

명절 특선 한우 2호 270,000원 08p 

명절 젓갈 세트 270,000원 25p 

명절 특선 한우 1호 290,000원 08p

명절 실속 한우 2호 290,000원 09p

살배기 굴비 3호 300,000원 15p

양념 불갈비 320,000원 11p 

한우 수제 육포 1호 320,000원 24p 

보이차 & 다기 세트 320,000원 27p

알배기 굴비 3호 330,000원 14p

명절 실속 한우 1호 350,000원 09p

슈퍼 프라임 스테이크 2호 360,000원 07p 

뼈없는 양념 불갈비 360,000원 11p 

살배기 굴비 2호 370,000원 15p 

 

 

블랙 트러플 420,000원 21p

살배기 굴비 1호 450,000원 15p

얼티밋 로맨스 패키지 (디럭스) 460,000원 36p

슈퍼 프라임 스테이크 1호 470,000원 07p

알배기 굴비 2호 490,000원 14p 

클럽 메리어트 멤버십 (클래식) 500,000원 39p

더 마고 그릴 한우 스테이크 2호 640,000원 06p 

알배기 굴비 1호 640,000원 14p 

얼티밋 로맨스 패키지 (스위트) 640,000원 36p 

거위털 이불 650,000원 30p 

더 마고 그릴 한우 스테이크 1호 790,000원 06p 

클럽 메리어트 멤버십 (프리미엄) 1,000,000원 39p 

햄퍼 세트 구성 아이템에 따라 가격 상이 33p

 

베개 커버 22,000원 30p

호텔 금액 상품권 (5만원권) 50,000원 38p 

커피 드립백 & 파운드 케이크 75,000원 32p 

목욕 가운 80,000원 30p 

시그니처 디퓨저 99,000원 31p 

커피빈 & 파운드 케이크 100,000원 32p 

호텔 금액 상품권 (10만원권) 100,000원 38p 

뷔페 이용권 (1인권) 130,000원 37p 

이불 커버 140,000원 30p 

청도 대봉 반건시 & 감말랭이 150,000원 23p 

청도 대봉 반건시 160,000원 23p 

황장목 심재 침출차 & 소금 세트 170,000원 27p

거위털 베개 170,000원 30p

훈제 연어 세트 180,000원 22p 

한과 세트 2호 180,000원 26p 

완도 활전복 190,000원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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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주류 30만원 이상 주류

Soho, Pink Sheep Rose 2020 80,000원 47p 

Domaine Laporte, Le Bouquet Rose 2019 80,000원 47p 

Vincent Girardin, Chardonnay Cuvee Saint Vincent 2017 110,000원 47p

소호 36도 130,000원 49p

Cristom Mt. Jefferson 2018 140,000원 46p

와인 세트 8호 150,000원 45p

Blindfold White Wine, The Prisoner Wine 2019 150,000원 47p

와인 세트 7호 170,000원 45p

타마유라 토쿠베츠 준마이 170,000원 49p

타마유라 다이긴죠 겐슈 190,000원 49p

와인 세트 6호 200,000원 45p

Maestro Red Blend, Robert Mondavi 2017 200,000원 46p

와인 세트 4호 210,000원 44p

와인 세트 5호 230,000원 45p

E.Guigal Hermitage Rouge Art Label 2014 230,000원 46p

Cuttings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250,000원 46p
The Prisoner Wine 2018

Charles Heidsieck, Brut Millesime 2012 260,000원 48p

소호 56도 260,000원 49p

와인 세트 3호 280,000원 44p

와인 세트 2호 330,000원 44p

Glenmorangie 18 Years Old 330,000원 48p

Louis Roederer, Brut Nature 2012 330,000원 48p

와인 세트 1호 450,000원 44p

Glenmorangie Signet 550,000원 48p

Château Ducru Beaucaillou 1982 1,630,000원 43p

Château Haut-Brion 1996 1,710,000원 43p

Château Cheval Blanc 2004 1,710,000원 43p

Château Mouton Rothschild 1988 1,820,000원 43p

Château Ausone 2002 1,970,000원 42p

Château Latour 1999 2,370,000원 42p

Château Margaux 1985 2,580,000원 42p

Château Lafite Rothschild 2010 3,110,000원 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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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로셔의 이미지들은 연출된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사말, 배송 안내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정수만을 담았습니다.

철저한 기준과 취향으로 엄선한 최고급 셀렉션,

하나하나 정성으로 빚어낸 깊고 독특한 풍미,

오랜 경험과 숙련된 솜씨로 빈틈없이 완성한 품질,

JW 마스터들의 안목과 정성으로 특별함을 만듭니다.

풍요로운 명절에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제작에서 생산까지 청결하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모든 상품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직원들이 직접 배송해드려 명절 선물 세트의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 단일 품목별 20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단일 품목별 20만원 미만 구매시 업장 방문 구매 또는 배송이 가능합니다. (배송 비용 별도)

• 모든 품목은 최소 48시간 전에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 수량으로 일부 품목은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객실 패키지를 제외한 전 품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배송 지역 :  서울, 수도권, 인천(도서, 산간지역 제외)

상담 및 주문 :  주문 및 교환, 환불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페 원(02.6282.67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