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CHUSEOK
따뜻한 마음, 행복한 웃음이 함께하는 추석,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정성을 담아 선보이는 고품격 선물 세트와 함께

행복 가득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Wish you the warmest Chuseok with specially selected premium gift sets

by JW Marriott Dongdaemun Square Seoul.



BEEF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청정지역 농가에서 엄격한 기준과 정성으로 

까다롭게 길러낸 최상급 정육 제품 구성의 선물 세트를 선보입니다. 

셰프의 정성과 세심한 손길이 더해진 정육 제품으로 품격 있는 선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Nothing is more special than a family reunion to celebrate Chuseok.

JW Marriott Dongdaemun Square Seoul has prepared remarkable collection of 

finest gifts, handpicked by our own chefs from pristine farms.



우수한 마블링, 뛰어난 식감과 특유의 풍미가 가득한 USDA 프라임 등급의 미국산 등심 및

호주산 갈빗살을 전문가의 안목으로 엄선해 준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스테이크하우스,

BLT 스테이크 세트로 명절 선물의 품격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Share a gift set of USDA prime-graded US beef and Australian ribs with 

outstanding marbling and mouthwatering flavor specially chosen by 

BLT Steak, the iconic New York steakhouse.

A-1 BLT 스테이크 세트 / ₩290,000
BLT Steak Set A, 3kg
• 미국산 등심 US Beef Sirloin, 0.8kg
• 호주산 갈빗살 Australian Beef Rib, 2.2kg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소갈비 중에서 지방이 적고 마블링이 뛰어난 부분을 엄선하여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 웃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 fine cut of beef meat, LA galbi gift set provides perfect mouthwatering beef rib.

Design your gourmet table with the most popular menu at Tavolo 24. 

갈비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부분만 엄선하여 살이 많고 지방이 적은 부위로 구성된

소갈비찜 세트입니다. 타볼로 24에서 선보이는 갈비의 진미를 선물해 보세요.

The finest handpicked rib of unsurpassed tender meat, it is perfect gift for treating 

someone special. 

A-3

A-2

타볼로 24, 미국산 소갈비찜 세트 / ₩150,000
Tavolo 24, US Beef Trimmed Short Rib Set, 2.2kg

타볼로 24, 미국산 소고기 LA 갈비 세트 / ₩170,000
Tavolo 24, US Beef LA Galbi Set, 2.2kg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 셰프가 직접 제조한 특제 소스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 The sets are included chef ’s special sauces.



GOURMET
청정지역의 진귀한 재료와 진심 어린 정성이 함께 담긴 명절 선물 세트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Discover our discerning selection of holiday gift sets designed for 

sharing the holiday spirit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선조의 지혜가 담긴 천일염 전통 섶간방식으로 간하고 법성포 자연해풍으로 건조한

국내산 참조기는 담백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갖춘 고품격 선물 세트입니다.

Natural sea wind drying method in Bubseongpo adds the distinctive flavor,

dried yellow corvina, a traditional premium gift set.

B-1 법성포 영광 참굴비 10미 / ₩280,000
Dried Yellow Corvina, 1.7kg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청정지역 제주 연근해의 수심 깊은 바다속에서만 어획되는 옥돔은 

담백한 맛과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예로부터 궁중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tilefish gift set offers you unforgettable dining experience. Verified tile fishes caught 

in Jeju coastal ocean adds distinguished flavor and nutritious minerals. 

B-2 제주 참옥돔(대) 4미 / ₩180,000
Jeju Tilefish, 1.1kg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일조량이 풍부한 자연에서 자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고품격 망고 선물 세트입니다.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 특별한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The premium mango sets, the best tasting mangos grown up in Brazil, Thailand, and 

Philippines guarantee soft texture and unique condensed sweetness and aroma. 

B-3

B-4

B-5

브라질 애플망고 세트 / ₩100,000
Brazil Apple Mango Set, 3.6kg

태국 마하차녹 무지개 망고 세트 / ₩80,000
Thailand Mahachanok Mango Set, 2.7kg

필리핀 카라바오 망고 세트 / ₩65,000
Philippines Carabao Mango Set, 2.7kg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봄과 여름, 깊은 산과 넓은 초지에서 채밀한 천연 꿀을 선보입니다.

자연의 향취를 건강하게 담아낸 선물 세트로 소중한 분들께 정성 어린 마음을 전해 보세요.

The finest honey set provides distinctive taste, texture, and color, gathered

from delicate native Korean flowers during spring and summer.

Natural honey gift set is specially selected by tea master.

B-6

B-7

천연 꿀 2종 세트 / ₩38,000
Natural Honey Set, 270g*2ea
• 산벚나무 꿀 Mountain Cherry Honey
• 감로 꿀 Honeydew Honey

천연 꿀 3종 세트 / ₩22,000
Natural Honey Set, 50g*3ea
• 아카시아 꿀 Acacia Honey
• 산벚나무 꿀 Mountain Cherry Honey
• 감로 꿀 Honeydew Honey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깊은 숲속의 향과 신선한 땅의 내음을 느낄 수 있는 서양의 3대 진미이자 땅속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송로버섯이 어우러진 순수 블렌딩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 세트 제품입니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맛과 향을 선물해보세요. 

Umbria Truffle Olive Oil & Balsamic of Vinegar set consists of black truffle olive oil, white 

truffle olive oil and balsamic vinegar that enables you the best harmony of the cuisine. 

Natural truffle infusion enriches the gourmet flavor. 

B-8 움브리아 트러플 발사믹 & 올리브 오일 3종 / ₩90,000
Umbria Truffle Olive Oil & Truffle Balsamic of Vinegar Set, 300ml 
• 움브리아 화이트 트러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Umbria Tartufi White Truffle Olive Oil, 100ml

• 움브리아 블랙 트러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Umbria Tartufi Black Truffle Olive Oil, 100ml

• 움브리아 트러플 발사믹 식초  

Umbria Black Truffle Balsamic of Vinegar, 100ml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천연 미네랄이 주는 핑크빛 선물” 

오랜 기간 무공해 상태로 보존 되어온 천연 암염, 히말라야 핑크 솔트는 염도가 낮고 칼슘,

마그네슘 등의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청정 소금입니다. 품격 있는 주방을 위한

센스 있는 명절 선물로 감동을 전해보세요. 

A truly special gift to design your kitchen with pink rock salt,

natural minerals of mild flavor.

B-9 리브솔트 키친 세트 / ₩75,000
Rivsalt Kitchen Set, 80g 
• 히말라야 핑크 솔트 Himalayan Pink Salt Rock
• 고급 스테인리스 강판 Stainless Grater
• 원목 스탠드 Wood Stand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격식을 갖춰 정갈하게 준비한 정성과 전통이 깃든 명절 상차림 세트로 소중한 분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세요. 명절 음식, 차례 상차림의 번거로움을 덜어 보다 간편하게 성묘길에 

오를 수 있으며, 친환경 용기에 개별 포장되어 위생적인 것은 물론 편의성까지 더했습니다.

Discover a selection of traditional festive cuisine carefully crafted by our own chefs

and experience the perfect combination of convenience and festive gourmet pleasure.

B-10

B-11

JW 프리미엄 명절 투 고 / ₩450,000
JW Premium Festive To-Go
• 5색 모둠전, 영광 참굴비 3미, 문어숙회, 섭산적, 한우 갈비찜, 한우 버섯 불고기, 

한우 잡채, 삼색 나물, 수제 약과, 수제 수정과

JW 명절 투 고 / ₩240,000
JW Festive To-Go
• 4색 모둠전, 보리굴비 3미, 문어숙회, 섭산적, 갈비찜, 버섯 불고기, 잡채, 삼색 나물

단품 메뉴 Additional Menu
개별 메뉴 추가 시 1만5천원부터 10만원까지이며 메뉴 별 가격이 상이합니다.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 상기 상품은 최소 2일 전 예약 시 이용 가능합니다.

• 타볼로 24 로 전화, 방문 및 네이버예약을 통해 주문 및 예약이 가능하며, 퀵 서비스, 드라이브스루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퀵 서비스를 통해 수령 시 거리에 따라 비용이 부과됩니다.

• 상기 상품은 수령 후 2시간 이내 드시기 바랍니다. 

• 나물류는 조리 후에도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수령 후 바로 드시거나 냉장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JW 프리미엄 명절 투 고 주문 시, 타볼로24의 시그니처 메뉴인 프리미엄 LA 갈비가 추가 8만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WINE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소믈리에가 엄선해 추천하는 프리미엄 와인으로

변치 않는 품격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the gift of unfailing quality and finesse with a selection of the finest wines 

curated by our master sommelier at JW Marriott Dongdaemun Square Seoul.



“와인에 꽃을 담다.”

비비그라츠 (Bibi Graetz) 와이너리에서 예술적인 감성으로 탄생한 와인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의 프리미엄 플라워 샵 르파크(LE PARC)가 디자인한 

생화로 구성된 특별한 선물 세트를 선보입니다.

A special gift set including real flowers designed at the premium flower shop LE PARC 

at JW Marriott Dongdaemun Seoul and a bottle of wine born with artistic sensibility by 

Bibi Graetz Winery. 

C-1 흥인지문 와인 세트 A (플라워 와인) / ₩140,000
Heunginjimun Wine Set A (Flower Wine) 
• 와인 1병  & 르팍 꽃 

  까사마타 비앙코  또는 까사마타 로쏘 중 선택 

  A Bottle of Wine &  LE PARC’s flower 
  You can choose Casamatta Bianco or Casamatta Rosso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 계절에 따라 소재와 꽃 종류는 임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은 예약제로 준비 됩니다. (최소 3일 전 주문 확정)



B-9

C-2 C-3 C-4

흥인지문 와인 세트 B (내추럴 와인)

Heunginjimun Wine Set B (Natural Wine)

₩65,000 

유기농 와인 2병 

바라온다 오가닉MM 1병 & 바라온다 오가닉 블랑코 1병

2 Bottles of Natural Wine
Barahonda Organic MM & Barahonda Organic Bianco

흥인지문 와인 세트 C (프랑스 와인)

Heunginjimun Wine Set C (French Wine)

₩74,000 

스파클링 와인 1병 & 레드 1병

루이 에슈너 보르도 크레망 브뤼 & 바롱 드 보삭 메를로

1 Bottle of Sparkling Wine & Red Wine
Louis Eschenauer Bordeaux de Cremant Brut
& Baron De Baussac, Merlot

흥인지문 와인 세트 D (프리미엄 스위트 와인)

Heunginjimun Wine Set D (Premium Sweet Wine) 

₩86,000

주정강화, 마데이라 와인 1병

주스티노스 마데이라, 보알 10년

Justino’s Madeira, Boal 10 Years Old



LUXURY MOMENTS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이 선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여행 및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가치 있는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Be Mindful & Present

Living in the present, exprencing every moment to the fullest

Nourish The Soul 

Enriching your mind, body and spirit

Come Together

Where people come together for their most meaningful moments



세계적인 명성의 뉴욕 3대 스테이크하우스, BLT 스테이크에서는 감각적인 공간에서

정통 뉴욕스타일의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선보입니다.

International renowned steakhouse, BLT Steak delivers unmatched dining 

ambience with premium New York steak embodying the twin culinary virtues 

of simplicity and perfection.

정갈하게 준비된 한식부터 정통 유로피안, 아시안 메뉴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Give a gift to remember with a voucher to experience all-day dining restaurant 

Tavolo 24, one of Seoul’s leading buffets.

D-1

D-2

BLT 스테이크 상품권 / ₩100,000
BLT Steak Voucher 

타볼로 24 상품권 / ₩100,000
Tavolo 24, Buffet Voucher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 유효 기간: 발행 일로부터 5년

• 사전 예약 시 이용 가능하며 예약 현황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또는 방문을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



한국의 보물 1호인 흥인지문과 도심 속 화려한 전망, 포근한 침실과 넓은 공간이 갖춰진

객실에서의 완벽한 휴식 그 이상의 가치를 선물해 보세요.

Choose a gift that expresses more than words an unforgettable luxurious,

expansive room with captivating views.

프로방스 자연을 그대로 담은 도심 속 안식처에서의 평온한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감각까지 깨워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A taste of Provence in the heart of the city, awaken your mind, body and soul

in pure relaxation at Seoul’s first Provence Spa by L’OCCITANE.

상기 가격은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 South Korean Won, Inclusive of 10% VAT.

D-3

D-4

객실 숙박권

Room Voucher

• 디럭스 룸 1박 / ₩350,000   

Deluxe Room 1 Night
• 디럭스 룸 1박 & 조식 2인 / ₩420,000   

Deluxe Room 1 Night & Breakfast for 2 Adults

프로방스 스파 바이 록시땅 이용권 

Provence Spa by L’OCCITANE Voucher

• 바디 트리트먼트 60분, 1인 / ₩176,000   

Body Treatment 60 minutes, per person
• 바디 트리트먼트 90분, 1인 / ₩242,000   

Body Treatment 90 minutes, per person

• 유효 기간: 2022년 7월 31일까지

• 객실 숙박권 이용 불가 날짜: 2021년 12월 24일, 12월 25일,12월 31일

• 사전 예약 시 이용 가능하며 예약 현황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또는 방문을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



멤버십 특별 할인과 함께 제공되는 D 크레딧으로 자신만의 맞춤 혜택을 만들어 보세요. 

뉴욕 3대 스테이크 하우스 ‘BLT 스테이크’, 뷔페 ‘타볼로 24’, 루프탑 바 ‘더 그리핀’,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더 라운지’, ‘서울 베이킹 컴퍼니’와 더불어 록시땅 스파, 

객실 등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Indulge in unmatched dining and lifestyle benefits by becoming a member 

of JW D CLUB, our first food-and-beverage loyalty program that gives you 

greater access to extraordinary culinary experiences at our Hotel. 

JW D CLUB GOLD
• 개인 / 기업

• 가입비 45만원 (연 50만원 크레딧 제공) 

JW D CLUB

JW D CLUB DIAMOND
• 개인 / 기업

• 가입비 80만원 (연 90만원 크레딧 제공)

가입 문의

02-2276-3350 (주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이메일 문의 

jwdclub@marriott.com 



B-9

2021 CHUSEOK GIFT SET

■ 예약 및 판매 기간: ~2021년 09월 22일 

■ 배송 정보:

• 정육 세트, 굴비 세트, 제주 옥돔 세트, 망고 세트는 배송비가 포함된 상품이며 그 외 상품은 추가 배송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 2021년 9월 15일 ~ 2021 9월 22일 연휴 기간 내 택배 배송이 불가합니다.

• 정육 세트, 굴비 세트, 제주 옥돔 세트, 망고 세트를 제외한 상품은 타볼로24 방문, 퀵 서비스 또는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수령이 가능 합니다. 

   단, 퀵 서비스를 통해 수령 시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 모든 판매 상품은 재료 수급 사항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판매 장소: 2층 <타볼로 24> 또는, LL층 <서울 베이킹 컴퍼니> 

■ 문의: <타볼로 24> 02. 2276. 3320 / 3322  <서울 베이킹 컴퍼니> 02. 2276. 3340  

  * 숙박권 및 식사권은 해당 기간 외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 JW 프리미엄 명절 투 고와 JW 명절 투 고 주문 시, 제품의 신선도를 위해 최소 2일 전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 Availability period : Until September 22nd, 2021 

■ Delivery information:

•  Meat, Mango, Jeju Tilefish and Dried yellow Corvina sets are priced including delivery charge and the rest of the items 

    will be added an additional delivery charge.

•  Delivery service is not available during September 15th – September 22nd , 2021.

•  Tavolo 24 pick up, quick service and drive-thru are available except Meat, Mango, Jeju Tilefish and Dried Yellow Corvina sets, 

    and quick service charge will be added.

■ Sales Venues: 2F <Tavolo 24> or LL Level <Seoul Baking Company> 

■ Inquiries: <Tavolo 24> 02.2276.3320 / 3322  <Seoul Baking Company> 02.2276.3340 

    * Accommodation and dining vouchers are also available throughout the year.

    * JW Premium Festive To-Go and JW Festive To-Go must be ordered two days in advance, in order to ensure freshness.

JW Marriott Dongdaemun Square Seoul 
279, Cheonggyecheon-ro, Jongno-gu, Seoul 03198, Korea 

t: 82.2.2276.3000  f: 82.2.2276.3001  e: mhrs.ays@marriotthotel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