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19 (토)~ 10. 1 (목)

상품 및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일부상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으며, 상품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표시·광고고시에 따른 상기 상품의 원재료,  

혼용율, 가공지역, 품질보증기간 및 취급시 주의사항은 제품 및 

라벨 등에 표시되어 있으며, 관련 법 및 소비자분쟁 해결 규정에 

따라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구매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마트에서 구입하신 선물세트이며, 판매가능한  

정상상품에 한해 교환ㆍ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영수증이 없는 경우 교환ㆍ환불이 불가합니다.

※교환ㆍ환불시 반드시 영수증 지참 / 자세한 내용은 점내 고지물 참조

※ 신세계포인트 적립 또는 신용카드 구매의 경우 ‘고객만족센터’에서 

구매내역 확인 후 교환ㆍ환불 가능

추석 선물세트

교환 ㆍ환불안내

추석
선물
특선



마음이  

가까워지는  

한가위

평범한 일상이 소중해진 만큼

올 추석,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 맛이 좋은 진미부터 전국 명산지의 건강한 기운을 담은 특산품, 

취향과 쓰임새를 두루 만족시키는 일상 아이템까지 

이마트와 함께 마음이 가까워지는 다양한 선물을 만나보세요.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은 쿠폰/N+1 할인 등 이후의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사상품에 한함 (행사카드 할인품목, 주류 등 일부품목 제외)  

※당일 영수증에 한함/영수증 합산 및 분할 불가   ※단일 카드로 전액 결제시 행사 적용   

※카드사 할인권 중복적용 불가

행사카드 구매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

행사카드 구매시 최대 40% 할인

해당카드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이자 혜택
※법인/직불/체크카드 제외

2 ~7개월  
무이자2•3 개월  

무이자

※자세한 사항은 점내 고지물 참조

추석 선물세트 구매고객특별혜택 행사기간 :  
2020.9.19(토)~10.1(목)

※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행사와 중복적용 불가  ※단일카드로 전액 결제에 한함  ※행사상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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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이미지 사진이며, 2020년 9월 3일 이후 상품 구성, 패키지(디자인), 가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도선별 배 VIP 

39,800
•배 6~7입  •원산지 : 국내산 

점포 센터

유명산지 배 GOLD 

49,800
•배 10~11입  •원산지 : 국내산 

10+1 10+1

천안배 VIP 

59,800
•배 7~9입  •원산지 : 충남 천안 

나주 전통배 VIP 

64,800
•배 10입 이내  •원산지 : 전남 나주 

천안 배 GOLD 

49,800
•배 10~11입  •원산지 : 충남 천안 

나주 전통배 GOLD 

54,800
•배 13입 이내 
•원산지 : 전남 나주 

과일  
#좋은것만 #골라담은 #과일의명작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차오르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국내 명산지에서 맛과 당도, 빛깔과 크기까지 엄선하여

한 알 한 알 골라 담은 귀한 보배들을 소개합니다.

유명산지 배 VIP 

59,800
•배 7~9입  •원산지 : 국내산

점포

센터

피코크 고당도 배 

99,800     89,820
•배 9입  •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과일

10+1

10+1

10+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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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이미지 사진이며, 2020년 9월 3일 이후 상품 구성, 패키지(디자인), 가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일

6

피코크 고당도 왕사과 

99,800
•사과 12입  •원산지 : 국내산 

점포 센터

사과 VIP 

69,800
•사과 12입  •원산지 : 국내산 

10+1 10+1
청송 사과 세트 

49,800
•사과 12~15입  •원산지 : 경북 청송 

당도선별 사과 세트 

39,800     35,820
•사과 15입  •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10+1
GAP 인증 죽장사과 세트 

54,800
•사과 12~15입  •원산지 : 경북 포항 

애플시아 

19,800
•사과 10입  •원산지 : 국내산 

저탄소인증 사과 세트 

69,800
•사과 15입 이내  •원산지 : 국내산 
저탄소인증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10+1
피코크 고당도 왕사과 왕배 세트 

99,800
•사과 6입, 배 4입  •원산지 : 국내산 

저탄소인증 사과/배 혼합 세트 

79,800
•사과 6입, 배 6입  •원산지 : 국내산 
저탄소인증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10+1
저탄소인증 사과/배 혼합 세트(9과) 

39,800
•사과 5입, 배 4입  •원산지 : 국내산 
저탄소인증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10+1
사과랑 배랑 

79,800     71,820
•사과 8입, 배 6입  •원산지 : 국내산 

점포 센터

점포

센터

7+1
유명산지 혼합 세트 

88,000
•사과 6입, 배 6입 
•원산지 : 국내산 

점포 센터

사과 GOLD 

49,800
•사과 12입  •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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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이미지 사진이며, 2020년 9월 3일 이후 상품 구성, 패키지(디자인), 가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일

8

피코크 유명산지 왕곶감 

99,800
•산청곶감 24입, 상주곶감 24입  •원산지 : 국내산 

명품 함안 왕곶감 

99,000     89,100
•곶감 24입  •원산지 : 경남 함안 

10%

카드할인

산청곶감 VIP 

79,800     63,840
•곶감 30입  •원산지 : 경남 산청 

20%

카드할인

상주곶감 VIP 

79,800     63,840
•곶감 40입  •원산지 : 경북 상주 

20%

카드할인

함안곶감 GOLD 

49,800     44,820
•곶감 30입  •원산지 : 경남 함안 

10%

카드할인

상주곶감 GOLD 

49,800
•곶감 30입  •원산지 : 경북 상주  

3+1
산청곶감 GOLD 

49,800     39,840
•곶감 30입  •원산지 : 경남 산청 

20%

카드할인

무농약 상주곶감 세트 

79,800
•무농약 곶감 10입×4팩  •원산지 : 경북 상주 

10+1

샤인 & 애플망고 세트 

99,800     79,840
•샤인머스켓 1입, 브라질 애플망고 4입  
•원산지 : 샤인머스켓 (국내산), 애플망고 (브라질산) 

20%

카드할인

제스프리 골드키위 세트 

39,800     31,840
•골드키위 20~25입  •원산지 : 뉴질랜드산 

10+120%

카드할인

제스프리 그린키위 세트 

29,800     23,840
•그린키위 20~25입  •원산지 : 뉴질랜드산 

10+120%

카드할인

샤론 세트  

75,000
•샤인머스켓 2입, 메론 2입  •원산지 : 국내산 

10+1
샤인머스켓 세트 

59,800     47,840
•샤인머스켓 3입  •원산지 : 국내산 

20%

카드할인

프리미엄 루비자몽 세트  

24,800
•자몽 9입  •원산지 : 남아프리카공화국산 

“미니언즈 3종 세트 안에는  

한복 미니언즈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과일

※한정수량 운영으로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10%

카드할인

샤인 & 애플 혼합 세트 

109,000     98,100
•샤인머스켓 1입, 사과 6입  •원산지 :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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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이미지 사진이며, 2020년 9월 3일 이후 상품 구성, 패키지(디자인), 가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 1++등급 갈비 세트 

380,000     304,000
• 횡성축협 한우갈비 1++등급 3.2kg (800g×4),  

피코크 명품 소갈비찜 양념 4팩 (소스제조원:동원홈푸드)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20%

카드할인

점포 센터 점포 센터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 갈비 세트 

315,000     283,500
• 횡성축협 한우갈비 3.2kg (800g×4),  

피코크 명품 소갈비찜 양념 4팩 (소스제조원:동원홈푸드)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피코크 한우 갈비 1++등급 세트 

350,000     280,000
• 한우갈비 1++등급 3.2kg (800g×4), 피코크 소갈비찜 양념 4팩 (소스제조원 : 신세계푸드)  
•원산지 : 국내산(한우고기)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피코크 한우 갈비 세트 1호 

285,000     256,500
• 한우갈비 3.2kg(800g×4), 피코크 소갈비찜 양념 4팩 (소스제조원:신세계푸드)  
•원산지 : 국내산(한우고기)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 혼합 세트 

238,000     214,200
•  횡성축협 한우갈비 1.6kg (800g×2), 횡성축협 한우 불고기용 1.4kg (700g×2),   

피코크 명품 소갈비찜 양념 2팩, 소불고기 양념 2팩 (소스제조원:동원홈푸드)  
•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10%

카드할인

피코크 한우 혼합 1호 

218,000     196,200
• 한우갈비 1.6kg (800g×2), 한우국거리 0.7kg, 한우불고기 0.7kg, 피코크 양념 3팩 

 (소스제조원 :신세계푸드)  •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명절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이용, 불고기용, 국거리용을 다양한 구성으로 담았습니다.  

풍미가 진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누구에게나 환영 받는 선물입니다. 

청정산지에서 정성으로 기른  

최상급 한우의 풍미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기에  

모자람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특별함에서 쓰임새까지  

두루 담아낸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세요.

이마트 한우
#명품한우 #최상급마블링   
#가장받고싶은선물

점포 센터

피코크 한우 냉장 1호 세트 

260,000     234,000
• 한우 3kg (등심 1등급 구이용 1kg, 국거리용/불고기용 각 1kg)
•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정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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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

12

피코크 한우 정육 세트 

125,000     112,500
• 한우불고기 1.4kg (700g×2), 한우국거리 0.7kg  

피코크 양념 2팩 (소스제조원 : 신세계푸드)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점포 센터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 보신 세트 

65,000     58,500
• 횡성축협 한우 사골/꼬리반골 각 1.8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피코크 한우 꼬리반골 세트 

75,000     67,500
• 한우 꼬리반골 5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피코크 한우 국거리 세트 

118,000     106,200
•한우 국거리 2.1kg (700g×3)  •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 냉동세트  •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미국산 LA식 갈비 세트  

98,000     88,200
•미국산 LA식 꽃갈비 3kg (1.5kg×2)  
•원산지 : 외국산 (쇠고기, 미국)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10%

카드할인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호주산 LA식 갈비 세트 

128,000     115,200
•호주산 LA식 꽃갈비 3kg (1.5kg×2)  
•원산지 : 외국산 (쇠고기, 호주)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점포

센터

피코크 한우 갈비 세트 2호 

215,000     193,500
• 한우갈비 2.4kg (800g×3),  

피코크 소갈비찜 양념 3팩  
(소스제조원 :신세계푸드)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동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10%

카드할인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 1++등급 구이 2호 

650,000     585,000
• 횡성축협한우 1++등급 마블링 8이상 3kg  

(등심구이용/등심스테이크용/채끝구이용 각 1kg)  
•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10%

카드할인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 플러스 1호 

520,000     468,000
• 횡성축협한우 1+등급 3kg  (등심구이용/등심스테이크용/채끝구이용 각 1kg)
•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피코크 한우 등심 갈비 국거리 세트 

340,000
• 한우 1등급 이상 3.5kg  (갈비찜용 1.5kg, 등심구이용/양지국거리 각 1kg)
•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10%

카드할인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 플러스 2호 

375,000     337,500
•횡성축협 한우 1+등급 3kg (등심구이용/양지국거리용/불고기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피코크 한우구이 1++등급 세트 

350,000     315,000
•한우 1++등급 2kg (등심구이용/채끝구이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 1++등급 구이 1호 

650,000     585,000
• 횡성축협 한우 1++등급 마블링 8이상 3kg 

(등심구이용/등심스테이크용 각 1kg, 치마살/부채살구이용 각 0.5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정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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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

14

점포 센터

피코크 한우냉장 2호 세트 

190,000     171,000
• 한우 1등급 2kg (등심 구이용/국거리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 

168,000
•제주흑한우 2kg (불고기용/국거리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피코크 한우냉장 3호 세트 

145,000     130,500
•한우 2kg ( 불고기용/국거리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칼집 삼겹살/목심+부지갱이/ 

명이나물 세트 

85,000
• 삼겹살 1.2kg, 목심 1.2kg,  

명이나물 250g, 부지갱이 250g  
• 원산지 : 국내산 (돼지고기)  
• 냉장세트  •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 제주권역 제외 

점포

센터

점포 센터

피코크 한우 등심 1++등급 세트 

340,000     306,000
•한우등심 1++등급 2kg (구이용/스테이크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10%

카드할인

국산의힘 제주한우 세트 

335,000     301,500
•제주한우 1등급 이상 3kg (등심구이용 1kg, 불고기용/국거리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한우 미각 세트 

330,000     297,000
• 한우 1등급 2kg 

 (치마살/부채살 각 0.6kg, 토시살/제비추리 각 0.2kg, 안창살 0.4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주) 성진본고기

10%

카드할인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 등심 세트 

325,000     292,500
•횡성축협한우 등심 1등급 2kg (구이용/스테이크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피코크 WET에이징 한우 등심 1+등급 세트 

275,000     247,500
• WET에이징 한우등심 1+등급 2kg (구이용/스테이크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10%

카드할인

10%

카드할인

피코크 제주 흑한우 등심 세트 

235,000     211,500
• 제주흑한우 등심 2등급 이상 2kg (구이용/스테이크용 각 1kg)  
•원산지 : 국내산 (한우고기)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점포 센터

달링다운 와규 특호 

298,000
• 달링다운와규 3kg  

(등심/스트립로인/본갈비살 각 1kg)
•원산지 : 외국산 (쇠고기, 호주)   
•냉장세트  
•제조원 : 쉐프파트너   
• 1,000세트 한정 

점포

센터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세트 

99,000
•블랙앵거스 2kg (초이스 살치살/탑블레이드 각 1kg)
•  원산지 : 외국산 (쇠고기, 미국)  •  냉장세트  
•제조원 : 쉐프파트너  • 500세트 한정 

점포 센터

달링다운 와규 냉장 세트 2호 

108,000
• 달링다운 와규 2kg  (윗등심살 스테이크용/불고기용 각 1kg)  
•원산지 : 외국산 (쇠고기, 호주)  •냉장세트  
•제조원 : 쉐프파트너   

점포 센터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점포 센터

피코크 달링다운 와규 타쿠미 등심 세트 

178,000
•달링다운와규 2kg (윗등심살 구이용/스테이크용 각 1kg)  
•원산지 : 외국산 (쇠고기, 호주)  •냉장세트
•제조원 : 이마트 미트센터

항공직송 모둠세트 

168,000
• 호주 항공직송 소고기 2.4kg 

 (안창살/토시살/꽃갈비살/안심/살치살/치마살 각 0.4kg)  
•원산지 : 외국산(쇠고기, 호주)  • 냉장세트  •제조원 : 크리스탈팜스 

점포 센터

달링다운 와규 냉장 세트 1호 

148,000     133,200
• 달링다운 와규 2kg 

 (윗등심살 구이용/오이스터블레이드 구이용 각 1kg)  
•원산지 : 외국산 (쇠고기, 호주)  •냉장세트  •제조원 : 쉐프파트너 

10%

카드할인

점포 센터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정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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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굴비 세트 

56,000     50,400
• 부세굴비 600g (5미)  
•원산지 : 부세조기 (중국산), 천일염 (국산)   • 냉동세트

10%

카드할인

10%

카드할인

9+1
민어굴비 5미 세트 

65,800     59,220 
• 1.6kg(5미)  
• 원산지 : 민어 (국산), 천일염 (국산)  
• 냉동세트

연잎 부세굴비 세트 

79,000     71,100 
• 연잎 부세굴비 600g (5미)  
• 원산지 : 부세조기 (중국산), 천일염 (국산)  • 냉동세트

10%

카드할인

5+1

특선 영광 참굴비 1호 

111,000     88,800 
• 1.0kg (10미)  • 원산지 : 참조기 (국산), 천일염 (국산) 
• 냉동세트

20%

카드할인

9+1

정가득 영광 참굴비 

69,000     62,100 
• 1.4kg (20미) • 원산지 : 참조기(국산), 천일염(국산)  
•  냉동세트 

10%

카드할인

5+1
대서양 조기 세트 

79,800     63,840
• 2.3kg (10미)
•원산지 : 대서양조기 (마다가스카르산), 천일염 (국산)
•냉동세트

20%

카드할인

5+1

명품 영광 참굴비 2호 

162,000     129,600
•1.1kg (10미)  
•원산지 : 참조기 (국산), 천일염 (국산) 

20%

카드할인

9+1
명품 영광 참굴비 1호 

210,000     189,000
•1.3kg(10미)
•원산지 : 참조기 (국산), 천일염 (국산) 

10%

카드할인

9+1

점포 센터 점포 센터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깨끗한 해풍과 천일염으로 완성한 밥도둑 굴비에서

담백한 맛과 두툼한 살점,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갈치와 전복까지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해산물의 짭조름한 향미를 즐겨보세요.

해산물 
#엄선된특산물 #싱싱한자연 #그대로 

특선 영광 참굴비 2호 

71,200  49,840
• 참조기 0.85kg(10미)
• 원산지 : 참조기 (국산), 천일염 (국산)
•냉동세트 

30%

카드할인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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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18

피코크 황제굴비 

550,000     522,500
•굴비 1.5kg (5미)  •원산지 : 참조기 (국산)
•냉동세트  •100세트 한정

5%

카드할인

명품골드 영광참굴비 1호 

380,000     342,000
• 1.7kg (10미)
•원산지 : 참조기 (국산), 천일염 (국산) 

10%

카드할인

명품골드 영광참굴비 2호 

280,000     224,000
•굴비 1.5kg (10미)
•원산지 : 참조기 (국산), 천일염 (국산) 

20%

카드할인

9+1 9+1

피코크 황제 갈치 

250,000     237,500
•1.6kg (3미)  •원산지 : 국산  •냉동세트  

5%

카드할인

피코크 황제 옥돔 

250,000     237,500
•옥돔 1.5kg (3미)  •원산지 : 옥돔 (국산)  
•냉동세트  •100세트 한정

5%

카드할인

제주 옥돔 세트 

149,000     134,100
•1.3kg 내외 (5~6미 사이즈)  
•원산지 : 옥돔 (국산), 천일염(국산)  
•냉동세트

10%

카드할인

9+1
제주 옥돔갈치 세트 

165,000     115,500
•1.3kg (옥돔 650g, 갈치 650g)  
•원산지 : 갈치 (국산), 옥돔 (국산), 천일염 (국산)  
•냉동세트 

30%

카드할인

제주은갈치 세트 

149,000     119,200
•갈치 1.3kg  •원산지 : 국산  •냉동세트 

20%

카드할인

9+1

참가자미 세트 

90,000     81,000 
• 2kg내외 (5~6미) 
•원산지 : 참가자미 (국산), 천일염 (국산)

10%

카드할인

5+1

반건조 한상차림 

74,800     67,320 
•1.4kg(참돔 1미, 참가자미 1미, 백조기 2미, 민어 2미)  
• 원산지 : 참돔 (국산), 참가자미 (국산),  

백조기 (국산), 민어 (국산), 천일염 (국산)  • 냉동세트

10%

카드할인

피코크 자연산 새우 

149,000     119,200
•1.1kg (5미)  •원산지 : 홍다리얼룩새우 (기니아산)  
•냉동세트  •100세트 한정

20%

카드할인

피코크 자연산 붉은새우 세트 

99,000     89,100
• 붉은새우 1kg (500g×2팩), 칠리소스 150g×2팩  

(소스제조원:송림푸드)  • 붉은새우 원산지 : 아르헨티나산  
•냉동세트 •제조원 : 다미원

10%

카드할인

국산의 힘 활전복 

92,000     82,800
• 1kg (13~15미)  •  원산지 : 국산

10%

카드할인

덕우도 활전복 1호 

98,000     88,200
• 활전복 1.2kg  •  원산지 : 국산

10%

카드할인

건강의섬 완도 활전복 세트 

108,000
•1kg (9~10미)  •원산지 : 국산 

1+1

피코크 메로구이 세트 

250,000     225,000
• 메로 2kg, 통흑후추 20g , 파슬리파우더 5g 

 (향신료제조원 : 제이푸드서비스)  •원산지 : 메로(원양산)  
•냉동세트  •100세트 한정 •제조원 : 금호통상

10%

카드할인

피코크 명란 세트 

69,800     62,820
• 명란 300g×2  
• 제조원 : 덕화푸드

10%

카드할인

피코크 피쉬스테이크 세트 

99,000     79,200
• 1kg (연어 500g, 대구 500g), 통흑후추 20g , 파슬리파우더 5g  

(향신료제조원 : 제이푸드서비스)  
• 원산지 : 연어 (미국산), 대구 (미국산)  • 냉동세트  
• 제조원 : 다미원

20%

카드할인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점포 센터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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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천 재래김 세트 

12,800
• 대천재래전장김 20g×6, 대천식탁김 15g×2
•  김원산지 : 국산

양반 더바삭김 2호 세트 

21,900     17,520
• 더바삭한전장김 25g×8  
•  김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비비고 토종김 복합 2호 

35,800     25,060
• 토종전장김 20g×6, 스팸 120g×4, 

카놀라유 500㎖
•  김원산지 : 국산

30%

카드할인

양반 더 바삭한김 4호 

37,900     26,530
•  더 바삭한 전장김 25g×8, 리챔 200g×2,  

살코기참치 150g×3  •  김원산지 : 국산

30%

카드할인

비비고 토종김 3호 

18,800     15,040
• 토종전장김 20g×4, 구운전장김 10g×4
•  김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비비고 토종김 4호 

29,900     20,930
•토종전장김 20g×8, 해바라기유 900㎖
•  김원산지 : 국산 

30%

카드할인

양반김 견과류 세트 1호 

33,700     26,960
• 들기름전장김 20g×8봉, 아몬드 190g, 호두 110g
•  김원산지 : 국산, 아몬드/호두원산지 : 미국산

20%

카드할인

동원 양반김 혼합 3호 

29,900     20,930
•들기름전장김 20g×8, 건강요리유 900㎖
•  김원산지 : 국산

30%

카드할인

비비고 토종김 5호 

9,900
• 비비고 토종 참기름 김 4g×18
•  김원산지 : 국산

5+1

식탁 위를 풍성하게 하는 김과 멸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별미 반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우리 바다에서 채취부터 가공까지

정성스럽게 건조시켜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김·멸치 
#청정해역의맛 #합리적선택 #바다내음

임자도 명품김 선물 세트 

55,500  38,850
• 임자도갯벌김 (캔) 35g×4, 임자도갯벌김전장 20g×10
•  김원산지 : 국산

30%

카드할인

9+1

대천김 곱창돌김 세트 

37,000  29,600
•  대천곱창돌김 (캔) 30g×2, 대천곱창전장김 25g×8 
•  김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7+1

김·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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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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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남도 특산물 세트 

108,000     86,400
• 국물멸치 250g, 조림멸치 220g, 볶음조림멸치 220g,  

볶음멸치 250g, 미역 110g
•   멸치원산지 : 국산 , 미역  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5+1

5+1

THE 완도 프리미엄 멸치 세트 

69,000     55,200
• 볶음멸치 150g, 조림멸치 150g, 국물멸치 250g×2
• 멸치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5+1
짜지않아 건강한 멸치 세트 

87,000     69,600
• 국물멸치 260g, 조림멸치 260g, 볶음조림멸치 180g,  

볶음멸치 180g
• 멸치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5+1

행복나눔 멸치 세트 

59,800     47,840
• 국물멸치 230g, 조림멸치 230g, 볶음조림멸치 160g,  

볶음멸치 160g
• 멸치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5+1
혼합 특선멸치 세트 

56,000     44,800
• 볶음멸치 220g, 볶음조림멸치 180g, 조림멸치 180g,  

국물멸치 180g, 건새우 60g
•  멸치원산지 : 국산, 건새우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5+1
청산도 멸치 세트 

59,800     47,840
• 볶음멸치 230g, 볶음조림멸치 200g, 국물멸치180g×2  
• 멸치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5+1

통영 여수 명산지 멸치 세트 

56,000     39,200
• 볶음멸치 150g, 볶음조림멸치 130g, 조림멸치 120g,  

국물멸치 120g  
•  멸치원산지 : 국산 

30%

카드할인

5+1
삼천포 신선멸치 세트 

49,800     39,840
• 볶음멸치 150g, 볶음조림멸치 150g, 조림멸치 120g×2,  

국물멸치 300g  
• 멸치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7+1

수산물 이력제 일품멸치 세트 

48,800     34,160
• 볶음멸치 270g, 볶음조림멸치 220g, 조림멸치 220g,  

국물멸치 220g 
•  멸치원산지 : 국산 

30%

카드할인

정성담은 멸치 세트 

37,400     29,920
• 볶음멸치 280g, 볶음조림멸치 150g, 조림멸치 150g,  

국물멸치 250g  
•멸치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새벽바다 프리미엄 김 세트 

56,900     39,830
• 새벽바다 재래김 (캔) 35g×6, 새벽바다 파래김 20g×8
•  김원산지 : 국산

남해안 실속멸치 

34,000     27,200
•  볶음멸치 300g, 국물멸치 250g, 조림멸치 250g
• 멸치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5+1

양반 스낵김 세트 

28,900
• 더바삭한전장김 25g×8, 스낵김아몬드 20g×2
• 김원산지 : 국산

5+1

양반김 특선 15호 

42,800     34,240
•돌김 (캔) 50g×4, 더바삭한전장김 25g×4
•  김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10+1

옛방식 혼합김 

42,800     29,960
• 무가미 구운곱창돌김(캔) 35g×2,  

갓구운재래전장김 20g×10
• 김원산지 : 국산

30%

카드할인

장흥 무산김 & 건표고 세트 

42,000     29,400
• 장흥 무산전장김 20g×8, 장흥건표고 80g
• 김/표고버섯 원산지 : 국산

30%

카드할인

유기인증 곱창돌김 세트 

59,800     47,840
• 유기무조미 곱창돌김 전장 (10매/30g)×4봉,  

유기무조미 곱창돌김 도시락 (9절 12매/3.5g)×20봉
•  김원산지 : 국산

20%

카드할인

THE 멸치견과 혼합 세트 

54,000     43,200
• 볶음멸치 250g, 볶음조림멸치 200g, 꽃새우 50g,  

호두 350g, 아몬드 400g  
•멸치/꽃새우원산지 : 국산, 호두/아몬드원산지 : 미국산 

20%

카드할인

5+1

김·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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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 더덕 2호 세트 

59,800
• 더덕 1.1kg (27뿌리 내외, 뿌리당 30g~50g)
• 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심마니혼 재배이력 더덕 세트 

118,000     106,200
• 더덕 1.5kg (15뿌리 내외, 뿌리당 80g~150g)
•농관원 재배이력 보증 (정식, 파종, 수확 과정)
• 원산지 :  국내산

20%

카드할인

특선 더덕 3호 세트 

37,800     30,240
• 더덕 500g (15뿌리 내외, 뿌리당 30g~50g)
• 원산지 :  국내산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리던 인삼과 더덕, 자연의 정기를 담은

버섯과 양곡, 맛과 영양의 보고라 불리는 견과와 육포까지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긴 다양한 선물을 만나보세요.

인삼 ·더덕 ·버섯 ·견과 ·육포 
#건강을통째로 #신선하게 #정갈하게 #정성가득 #활력보강

20%

카드할인

심마니혼 고려인삼 2호 세트 

118,000     94,400
• 인삼 750g  

(10뿌리 내외, 뿌리당 75g 내외)
•원산지 : 국내산

특선 더덕 1호 세트 

79,800     63,840
• 더덕 1.3kg (20뿌리 내외,  

뿌리당 60g~80g)
• 원산지 :  국내산

20%

카드할인

5+1
명품 인삼더덕 세트 

158,000
• 인삼 700g (7뿌리 내외, 특대) 

 더덕 800g (7뿌리 내외, 왕특)
• 원산지 :  국내산

심마니혼 인삼더덕 세트 

108,000     97,200
• 인삼 400g (6뿌리 내외, 대), 더덕 550g (10뿌리 내외, 특대)
•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특선 인삼더덕 세트 

88,000     70,400
• 인삼 350g (7뿌리 내외, 소),  

더덕 400g (10뿌리 내외, 대)
•원산지 : 국내산

명품 인삼 세트 

198,000
•인삼 1kg (7뿌리 내외, 뿌리당 150g 이상, 왕대)
• 원산지 :  국내산

5+1 10%

카드할인

심마니혼 고려인삼 1호 세트 

158,000     142,200
• 인삼 1kg (10뿌리 이내, 뿌리당 100g 내외)
• 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특선 인삼 1호 세트 

88,000     79,200
• 인삼 600g (10뿌리 내외, 뿌리당 60g 내외)
• 원산지 :  국내산

인삼·더덕·버섯·견과·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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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더덕·버섯·견과·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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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표고담은 천연조미료 세트 

59,800     47,840
• 유기농 동고 70g×2, 유기농 표고채 60g×2, 표고가루 25g, 

울금가루 45g, 다시마가루 70g, 마늘가루 40g
•원산지 : 국내산

자연담은 표고혼합 천연조미료 세트 

74,800     59,840
• 동고(중) 90g×2, 표고채 70g×2, 표고칩 70g,  

표고가루 40g, 다시마가루 130g, 울금가루 80g 
•원산지 : 국내산

정성담은 한가득 표고 세트 

29,800
• 향고 (대) 300g 
• 원산지 : 국내산

흑화고 세트 

68,000     54,400
• 흑화고(중) 400g
•원산지 : 국내산

동고 세트 

49,000     39,200
• 동고(중) 350g
•원산지 : 국내산

유기농 꽃(花)표고 세트 

138,000     124,200
• 유기농 백화고(대) 120g×2, 유기농 흑화고(대) 110g×2, 

유기농 백화고(대) 20g
•원산지 : 국내산

친환경 버섯견과 혼합 세트 

69,800     55,840
• 유기농 흑화고(중) 60g, 유기농 표고채 45g×2,  

유기농 잣 90g, 무농약 호두 100g, 무농약 대추채 60g 
•원산지 : 국내산 

2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버섯견과 혼합 세트 

99,800     79,840
• 흑화고(대) 100g, 표고채 70g, 잣 130g, 대추채 110g,  

호두(미국산) 200g, 상황버섯 50g
•원산지 : 별도표기

백화고 세트 

187,000     149,600
• 백화고(대) 430g
•원산지 : 국내산

온누리 표고혼합 4종 세트 

74,800     59,840
• 백화고 80g, 흑화고 90g, 동고 80g, 표고채 60g×2
•원산지 : 국내산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건강 모둠버섯 세트 

78,000     62,400
• 상황채 40g, 흑화고(중) 80g, 은이버섯 30g, 녹각영지 

40g, 차가버섯 160g(러시아산), 영지채 60g
• 원산지 :  별도표기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2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7+1 20%

카드할인

영양담은 알찬 표고혼합 세트 

39,800     35,820
• 은이버섯 45g, 목이버섯 40g, 표고채 40g×2,  

대추채 50g, 표고칩 30g, 표고가루 70g
•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10+1

10%

카드할인

7+1

특선 인삼 2호 세트 

54,800 
• 인삼 450g (9뿌리 내외, 뿌리당 50g 내외)
• 원산지 :  국내산

20%

카드할인

특선 인삼 3호 세트 

49,800     39,840
• 인삼 350g (10뿌리 내외, 뿌리당 30g~40g)
• 원산지 :  국내산

도라지 혼합 세트 

57,800     52,020
• 생도라지 500g, 도라지배즙 80㎖×20포
•  원산지 : 국내산, 도라지배즙 : 상세설명참조  

10%

카드할인

진품명품 혼합버섯 세트 

118,000     94,400
•녹각영지 70g, 상황버섯 100g, 영지버섯 200g
•원산지 : 국내산

20%

카드할인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건강버섯 1호 세트  

99,000     79,200
• 차가버섯 300g (러시아산), 영지버섯 130g (국내산),  

상황버섯 70g (국내산)  

20%

카드할인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10%

카드할인

차가버섯 혼합 세트 

49,800     44,820
• 차가버섯 450g (러시아산),  

차가버섯추출액 80㎖×20포 (상세설명참조) 
•원산지 : 별도표기

매장내 실물 
바코드 결제로 진행

인삼·더덕·버섯·견과·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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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푸드 하루견과 50입 

59,900     41,930
• 하루견과 레드 20×10봉, 하루견과 옐로우 20g×10봉, 하루견과 화이트 

20g×10봉, 하루견과 퍼플 20g×10봉, 하루견과 그린 20g×10봉
•원산지 : 별도표기

고소한 견과 5종 

49,900     34,930
• 호두 210g, 볶음아몬드 160g, 볶음캐슈넛 150g,  

브라질넛 160g, 마카다미아 140g
•원산지 : 별도표기

고소한 견과 4종 

69,900     62,910
• 호두 210g, 잣 160g, 볶음아몬드 330g, 피칸 240g
•원산지 : 별도표기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1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유기농 프리미엄 넛츠 앤 베리 세트 

59,800     53,820
 •  유기농 구운 아몬드 220g, 유기농 캐슈넛 200g, 유기농 호두 130g, 유기농 건포도 240g, 

유기농 매드줄 대추야자 220g, 유기농 크렌베리 220g 
• 원산지 : 구운 아몬드 (미국산), 캐슈넛(인도산), 호두(미국산), 건포도 (미국산), 매드줄 대추야자  (미국산), 크렌베리 (미국산)

10%

카드할인

유기농 표고혼합 나눔 세트 

39,800
•  유기농 동고(중) 110g, 유기농 표고채 80g×2
•원산지 : 국내산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유기농 표고혼합 채움 세트 

49,900     44,910
• 유기농 동고(중) 100g×2, 유기농 표고채 80g×2,  

유기농 표고칩 30g
•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7+1 10+1

유기농 정성가득 견과 세트 

49,800     39,840
• 생아몬드 230g (미국산), 호두 190g (미국산),  

캐슈넛 220g (인도산)

견과담은 6입 

39,900
• 호두 130g, 구운아몬드 220g, 구운캐슈너트 180g, 볶음땅콩 200g,  

허니버터아몬드 220g, 와사비아몬드 220g
•원산지 : 별도표기

5+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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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
프리미엄 육포 세트 

36,800
• 호주산 쇠고기 210g×2
•쇠고기원산지 : 호주산

5+17+1
동원 쇠고기 육포 세트 

62,500
• 호주산 쇠고기 70g×7 
• 쇠고기원산지 : 호주산   

5+1
저온숙성 쇠고기 육포 세트 

49,800
• 국내산 쇠고기 75g×6  
• 쇠고기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10%

카드할인

코주부 프리미엄 육포 세트 

33,000     29,700
• 호주산 쇠고기 40g×8
• 쇠고기원산지 : 호주산   

전통 우육포 세트 

54,000     48,600
• 호주산 쇠고기 90g×6
• 쇠고기원산지 : 호주산   

채끝 육포 세트 

66,000     59,400
•국내산 채끝 75g×7
•쇠고기원산지 : 국내산

10%

카드할인

오색 건과 세트 

149,000     134,100
• 잣 220g, 호두 220g, 대추채 140g, 백화고 120g,  

흑화고 120g
• 원산지 :  별도표기

표고 천연조미료 세트 2호 

45,000     36,000
• 표고채 60g, 표고분말 40g, 새우분말 80g, 멸치분말 90g,  

다시마분말 120g, 해물표고다시팩 90g
•원산지 : 별도표기

20%

카드할인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친환경 엄선 세트 

69,800     55,840
• 유기농 흑화고(대) 100g, 유기농 표고채 80g,  

유기농 백화고(중) 70g, 무농약 상황버섯 50g, 무농약 녹각영지 60g
•  원산지 : 국내산

2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매일견과 건강담은 선물세트 100입 

57,000     39,900
• 구운아몬드 26%, 호두 18%, 브라질너트 17%,  

구운캐슈너트 14%, 건포도 25%
•원산지 : 별도표기

10%

카드할인

인삼·더덕·버섯·견과·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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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전이며 튀김, 밑반찬까지 집안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져야

명절 분위기가 납니다. 실속 가득한 통조림과 조미료 세트로 추석선물을 준비해보세요.

통조림 ·조미료
#두고두고잘쓰는 #생활의힘 #실용선물세트 #알찬선물

동원 튜나리챔 100호 

52,100   36,470
• 살코기참치 135g×12, 리챔 오리지널 200g×4

30%

카드할인

CJ 특선 선물세트 스페셜 G호 

47,200   33,040
• 카놀라유 500㎖, 건강한 요리유 500㎖, 고소함가득참기름 330㎖,  

스팸클래식 200g×5, 구운소금 180g, 명품천일염 170g,  
자연발효사과식초 500㎖, 요리올리고당 700g

사조 안심특선 E-106호(NEW) 

42,800   29,960
• 런천미트 115g×8, 카놀라유 500㎖×2,  

안심팜 200g×2, 살코기참치 100g×6 

30%

카드할인

10+130%

카드할인

CJ 특선 N호 

47,800     33,460
• 카놀라유 500㎖×2, 고소함가득참기름 330㎖,  

스팸 200g×7

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S46호 

25,800
• 카놀라유 500㎖, 요리올리고당 700g, 잇츠팜 115g×4, 

진간장골드 200㎖, 천일염가는소금 190g,  
돼지고기장조림 95g 

5+1
CJ 스팸복합 2호 

38,500     26,950
• 카놀라유 500㎖×3, 스팸 클래식 200g×6

30%

카드할인

동원 스페셜 6호 

34,500     24,150
• 살코기참치 100g×6, 리챔 120g×3,  

건강요리유 500㎖×2

30%

카드할인

CJ 스팸 8E호 

39,500     31,600
• 스팸 200g×7, 스팸마일드 200g×2  

2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종합 2호 

31,800     22,260
• 카놀라유 500㎖×2, 우리팜델리 115g×2, 잇츠팜 115g×2,  

잇츠팜 190g, 고소한건강생각 참기름 160㎖  
천일염가는소금 190g

CJ 특선 풍성한 5호 

43,500    30,450
• 카놀라유 500㎖, 요리올리고당 700g, 스팸 200g×4, 

스팸 120g (가로)×4, 스팸 120g (세로)×2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CJ 스팸 복합 100호 

60,800     42,560
• 카놀라유 500㎖×2, 스팸 200g×8,  

스팸 340g×2, 스팸 120g (가로)×2

사조 안심특선 E-28호 

48,900     34,230
• 카놀라유 500㎖×2, 프락토올리고당 700g,  

참치액 500㎖, 구운소금 200g×2, 참기름 350㎖,  
살코기참치 100g×3, 런천미트 115g×8

30%

카드할인

10+1

통조림·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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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카드할인

CJ 스팸 복합 1호 

34,500     24,150
• 카놀라유 500㎖×2, 스팸 200g×6

CJ 특선 풍성한 S호 

64,800     45,360
• 카놀라유 500㎖×2, 미초 청포도 370㎖,  

스팸 200g×12

30%

카드할인

CJ 최고의선택 레드라벨 2호 

74,800     52,360
• 카놀라유 500㎖×2, 진한참기름 350㎖,  

스팸 200g×8, 스팸 120g (가로)×5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동원 건강한 8호 

44,200     30,940
• 살코기참치 100g×7, 리챔 오리지널 120g×8,  

건강요리유 500㎖×2

30%

카드할인

CJ 스팸 복합 5호 

32,800     22,960
• 카놀라유 500㎖×2, 스팸 120g (가로)×8, 

스팸 120g (세로)

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S52호 

42,800     29,960
• 카놀라유 500㎖×2, 정통사과식초 560㎖,  

진간장골드 200㎖, 요리올리고당 700g,  
천일염가는소금 190g, 잇츠팜 115g×5, 런천미트 190g×4개

동원 건강한 9호 

47,800     33,460
•살코기참치 150g×12, 리챔 오리지널 120g×4

3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동원 건강한 64호 

34,900     27,920
• 살코기참치 135g×6, 살코기참치 100g×6,  

리챔 오리지널 120g×4

동원 명품 혼합 V10-E호 

65,600     52,480
• 살코기참치 135g×12, 고추참치 150g×6,  

리챔 오리지널 200g×2, 리챔 오리지널 340g

20%

카드할인

CJ 특선 T-1호 

42,800     29,960
• 건강한요리유 500㎖×2, 요리올리고당 700g,  

맛술 500㎖, 진한참기름 80㎖×2, 스팸 200g×2 
스팸 120g×4

30%

카드할인

CJ 특선 선물세트 스페셜 M호 

51,800     36,260
• 카놀라유 500㎖, 바삭한요리유 500㎖,  

고소함가득참기름 330㎖, 요리올리고당 700g,  
미초청포도 370㎖, 스팸 200g×5, 스팸 120g×2

30%

카드할인

동원 스페셜 4호 

29,200     20,440
• 카놀라유 500㎖, 요리유 500㎖, 올리고당 700g,  

구운소금 210g, 살코기참치 100g×2,  
리챔 오리지널 120g×2

30%

카드할인

40%

카드할인

롯데 프리미엄 혼합 6호 

24,900     14,940
• 런천미트 120g×4, 카놀라유 500㎖×3

대상 청정원 종합 16호 

42,800     29,960
• 카놀라유 500㎖×2, 요리올리고당 700g, 우리팜델리 115g×3, 

잇츠팜 115g×4, 사과식초 500㎖, 진간장골드 200㎖×2,  
천일염 가는소금 190g, 맛술 410㎖, 요리순후추 30g

30%

카드할인

사조 안심특선 65호 

31,000     21,700
• 포도씨유 500㎖, 해바라기유 500㎖,  

고소한참기름 55㎖×2, 
안심팜 115g×3, 살코기참치 100g×4

30%

카드할인

CJ 특선 선물세트 스페셜 K호 

40,800     28,560
• 카놀라유 500㎖, 건강한요리유 500㎖,  

요리올리고당 700g, 미초청포도 370㎖,  
스팸클래식 120g×2, 스팸클래식 200g×4

30%

카드할인

대상 팜고급유 ES호 

24,800     17,360
• 카놀라유 500㎖×3, 우리팜델리 115g×2,  

잇츠팜 115g×2

30%

카드할인

CJ 특선 T-2호 

19,800     13,860
• 카놀라유 500㎖×2, 진한참기름 50㎖,  

허브맛솔트순한맛 50g, 스팸 200g, 스팸 120g

30%

카드할인

통조림·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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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E특호 

49,800     34,860
• 카놀라유 500㎖×2, 정통현미식초 470㎖, 소갈비 양념 280g, 고소한 건강생각 참기름 160㎖,  

진간장골드 200㎖, 천일염가는소금  190g, 요리올리고당 700g, 잇츠팜 115g×3,  
잇츠팜 190g, 우리팜델리 190g×2, 순살참치 135g×2

30%

카드할인

동원 스페셜 24호 

74,800     52,360
• 살코기참치 135g×6, 리챔 오리지널 120g×5,  

리챔 오리지널 200g×8, 카놀라유 500㎖,  
건강요리유 500㎖  

30%

카드할인

20%

카드할인

동원 참치 V30호 

39,900     31,920
• 살코기참치 150g×10, 고추참치 100g×5

대상 청정원 S47호 

53,000
• 카놀라유 500㎖×2, 정통현미식초 470㎖, 요리올리고당 700g, 소갈비양념 280g, 

홍초석류 250㎖, 생강매실맛술 410㎖, 천일염가는소금 190g, 잇츠팜 115g×5,  
우리팜델리 115g×2, 우리팜델리 190g, 순살참치 135g×2

3+1 30%

카드할인

CJ 특선 K2호 

29,800     20,860
• 카놀라유 500㎖, 요리올리고당 700g, 

스팸 200g×4, 스팸 120g (가로)×2

동원 혼합 43호 

28,700     22,960
• 살코기참치 100g×9, 카놀라유 500㎖×2

10+12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S50호 

55,000     38,500
• 카놀라유 500㎖×2, 진간장골드 200㎖, 생강매실맛술 410㎖,  

프리미엄굴소스 260g, 고소한건강생각 참기름 160㎖,  
천일가는소금 190g, 우리팜델리 115g×6, 우리팜델리 190g×2

사조 안심특선 11호(NEW) 

38,300     26,810
•살코기참치 135g×12, 런천미트 115g (가로)×4

10+1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S42호 

36,800     25,760
• 카놀라유 500㎖×2, 우리팜델리 115g×4,  

잇츠팜 115g×4개, 요리올리고당 700g,  
정통현미식초 470㎖

대상 청정원 종합 14호 

50,500     35,350
• 카놀라유 500㎖×2, 요리올리고당 700g, 정통현미식초 470㎖, 잇츠팜 115g×3, 

잇츠팜 190g, 순살참치 135g×2, 돼지고기장조림 95g×2, 고소한건강생각 참기름 160㎖,  
천일염 가는소금 190g, 프리미엄 굴소스 260g, 진간장골드 200㎖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동원 스페셜 31호 

34,900     24,430
• 카놀라유 500㎖, 요리유 500㎖, 올리고당 700g,  

구운소금 210g, 살코기참치 100g×4,  
리챔 오리지널 120g×3

백설 유러피안 S2호 

29,800     23,840
• 안달루시아산 올리브유 500㎖,  

유러피안 해바라기유 500㎖, 라만차 포도씨유 500㎖×2

20%

카드할인

사조 안심특선 E-27호 

41,900     29,330
• 해바라기유 500㎖×2, 오곡올리고당  700g, 

참치액 500㎖, 구운소금 200g, 참기름 55㎖, 
살코기참치 100g×2, 안심팜 115g×6

30%

카드할인

CJ 스팸특선 2K호 

26,800     18,760
• 건강한요리유 500㎖, 카놀라500㎖×2, 스팸 120g×4

30%

카드할인

동원 스폐셜 20호 

30,600     21,420
• 카놀라유 500㎖×2, 요리유 500㎖, 

살코기참치 135g×6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동원 스페셜 29호 

43,500     30,450
• 요리유 500㎖×2, 올리고당 700g, 구운소금 210g,  

참기름 160㎖, 살코기참치 100g×6,  
리챔 오리지널 120g×2

대상 청정원 종합 18호 

45,500     31,850
• 카놀라유 500㎖×2, 요리올리고당 700g, 잇츠팜 115g×6,  

잇츠팜 190g×2, 프리미엄 굴소스 260g,  
천일염 가는소금 190g×2, 건강생각참기름 160㎖ 

30%

카드할인

사조 안심특선 E-17호 

25,300     17,710
• 카놀라유 500㎖×2, 고소한참기름 55㎖×2,  

살코기참치 100g×3, 안심팜 115g×2

30%

카드할인

통조림·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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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로스팜 혼합 E특호 

46,500     27,900
• 로스팜엔네이처 마일드 120g×6, 런천미트 120g×8,  

카놀라유 500㎖×2, 올리고당 700g  

40%

카드할인

동원 스페셜 22호 

43,500     30,450
• 살코기참치 135g×3, 리챔 오리지널 120g×4,  

리챔 오리지널 200g×4, 건강요리유 500㎖×2

30%

카드할인

25%

카드할인

동원 건강한 13호 

60,600     45,450
• 살코기참치 150g×10, 리챔 오리지널 200g×4,  

리챔 오리지널 340g×2

대상 청정원 S49호 

23,800     16,660
• 카놀라유 500㎖, 요리올리고당 700g,  

진간장골드 200㎖×2, 잇츠팜 115g×2,  
우리팜델리 115g×2

30%

카드할인

동원 스페셜 Y호 

47,000     32,900
• 살코기참치 135g×4, 리챔 오리지널 200g×4, 

카놀라유 500㎖×2, 참기름 330㎖

30%

카드할인

사조 안심특선 E-100호 

56,800     39,760
• 카놀라유 500㎖, 고소한참기름 55㎖×2, 살코기참치 100g×8,  

런천미트 115g×9, 안심팜 115g×2, 구운소금 200g,  
프락토올리고당 700g, 참치액 500㎖, 볶음참깨 100g

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S53호 

34,800     27,840
• 카놀라유 500㎖×2, 정통현미식초 470㎖,  

요리올리고당 700g, 진간장골드 200㎖×2,  
우리팜 델리 190g×3, 순살참치 135g×2

10+120%

카드할인

동원 스페셜 42호 

48,500     33,950
• 살코기참치 135g×6, 리챔 오리지널 120g×4 

리챔 오리지널 200g×3, 건강요리유 500㎖×2

30%

카드할인

롯데 로스팜 한돈한우 E1호 

61,800     43,260
• 로스팜엔네이처 한돈한우 200g×8,  

로스팜엔네이처 한돈한우 120g×8

10+1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종합 11호 

71,400     49,980
• 잇츠팜115g×7, 우리팜델리 190g×2, 돼지고기장조림 95g×2, 고추장돼지고기장조림 95g×2,  

카놀라유 500㎖×2, 정통현미식초 470㎖, 진간장골드 200㎖×2, 천일염가는소금190g,  
요리통후추 그라인더 35g, 요리올리고당 700g, 느티울한식간장 420㎖

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종합 21호 

51,000
• 올리브유 500㎖, 카놀라유 500㎖, 정통현미식초 470㎖, 진간장골드 

200㎖×2, 맛술 410㎖, 요리올리고당 700g, 천일염가는소금 190g,  
잇츠팜 115g×4, 우리팜델리 115g×2, 잇츠팜 190g, 순살참치 135g×2

3+1
백설 프리미엄 25호 

12,300
• 카놀라유 500㎖×3, 건강한요리유 500㎖

5+1

사조 프리미엄 E호 

9,900
•카놀라유 500㎖×4

백설 유러피안 C호 

22,800
• 퓨어올리브유 500㎖, 하이올레익 해바라기유 500㎖, 

라만차 포도씨유 500㎖

5+1
대상 청정원 종합 20호 

26,900
• 진간장골드 500㎖, 요리올리고당 700g,  

사과식초 500㎖, 카놀라유 500㎖×2, 잇츠팜 115g×4

5+1
대상 청정원 종합 6호 

26,800     21,440
• 카놀라유 500㎖×2, 잇츠팜 115g×4,  

돼지고기장조림 95g×2, 진간장골드 200㎖×2

10+120%

카드할인

통조림·조미료

백설 유스위트 EM호 

15,800     12,640
• 요리올리고당 700g×2, 카놀라유 500㎖×2,  

바삭한요리유 500㎖

20%

카드할인

백설 프리미엄 7호 

12,000
• 바삭한요리유 500㎖, 카놀라유 50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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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치 V60호 

41,500
• 살코기 참치 135g×15

10+1
CJ 스팸 6호 

49,800
• 스팸 200g×12

사조 안심특선 E-21호 

28,000     19,600
• 안심팜 115g×2, 카놀라유 500㎖×2,  

살코기참치 100g×4, 고소한참기름 55㎖, 
구운소금 200g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동원 리챔 6호 

39,500     27,650
• 리챔 오리지널 200g×9

동원 스페셜 33호 

57,800     40,460
• 살코기참치 135g×4, 리챔 오리지널 120g×5,  

리챔 오리지널 200g×3, 카놀라유 500㎖, 건강요리유 500㎖,  
올리고당 700g, 구운소금 210g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S51호 

71,400     49,980
• 올리브유 500㎖×2, 진간장골드 200㎖, 느티울한식간장 420㎖, 

정통현미식초 470㎖, 소갈비양념 280g, 천일염가는소금 190g,  
요리올리고당 700g, 잇츠팜 115g×6, 우리팜델리 115g×3, 순살참치 135g×2

CJ 스팸 특선 1호 

23,600    16,520
• 카놀라유 500㎖×2, 스팸 120g (세로)×4

30%

카드할인

대상 청정원 S39호 

25,800     20,640
• 카놀라유 500×2, 정통현미식초 470㎖,  

청정원 올리고당 700g, 잇츠팜 190g×3 

10+120%

카드할인

롯데 런천미트 E-2호 

34,800     24,360
• 런천미트 340g×4, 런천미트 200g×6,  

런천미트 120g×2

10+130%

카드할인

사조 살코기참치 1호(NEW) 

29,900
• 살코기 참치 100g×15

3+1

롯데 프리미엄 E3호 

33,000     19,800
• 로스팜엔네이처 마일드 120g×4, 런천미트 120g×4,  

카놀라유 500㎖×2, 올리고당 700g

40%

카드할인

사조 안심특선 36호 

10,900
• 카놀라유 500㎖×2, 살코기참치 100g×3  

30%

카드할인

동원 스페셜 2호 

38,500     26,950
• 카놀라유 500㎖, 건강요리유 500㎖×2,  

살코기참치 100g×4, 리챔 오리지널 200g×4

30%

카드할인

그로브 아보카도오일 세트 3입 

51,000      35,700
•그로브아보카도오일 250㎖×3

롯데 엔네이처 혼합 9호 

27,000     18,900
• 로스팜엔네이처 마일드 120g×3, 카놀라유 500㎖×4 

 

10+130%

카드할인

롯데 특선 1호 

57,000     39,900
• 로스팜엔네이처 마일드 120g×9, 참기름 75㎖,  

히말라야 핑크솔트 200g, 해바라기유 500㎖×2,  
올리고당 700g×2

10+130%

카드할인

통조림·조미료

동원 카놀라유 4호 

8,900
• 카놀라유 500㎖×3  

대상 청정원 종합 9호 

11,900     9,520
• 카놀라유 500㎖, 요리올리고당 700g,  

정통현미식초 470㎖ 

20%

카드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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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럼 홍삼추출액 100 

74,000
• 50㎖×30포

1+1

휴럼 품격다른 산삼배양근 

108,000
• 20㎖×30병

1+1
휴럼 천년명작보 2입 기획 

119,000
• 천년명작환 3.7g×20환×2입 

천년홍삼 50㎖×20포×2입

2입  
기획

약사신협 허니로얄제리 

79,000
• 50㎖×18병

1+1
약사신협 천명침향환 

110,000     77,000
• 3.75g×60환

30%

카드할인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52,000
• 10㎖×20포

4+1

휴럼 홍삼진생대보 

38,000
• 40㎖×24포

1+1

휴럼 홍삼정스틱 2입 기획 

54,000
• 10g×30포×2입

2입  
기획

휴럼 천년산삼 배양근 2입 기획 

59,000
• 50㎖×16병×2입 

2입  
기획

건강 ·커피 ·차
#건강선물하기 #마음담아 #쉼과활력  
#한박자쉬어가기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면역력과

마음의 휴식일 것입니다. 소중한 분께 쉼과 활력을 선물해보세요.

맥심믹스 23호 

27,800
•맥심모카골드 250입

10+1

정관장 홍삼원골드 

35,000
•50㎖×30포

3+1

20%

카드할인

피코크 6년근 홍삼정플러스 2입세트 

198,000     158,400
• 피코크 6년근 홍삼정 플러스 240g×2

건강·커피·차



CJ BYO 건강한선택 2호 

49,800     39,840
• BYO 20억 생유산균 10포×6입  

BYO 프리바이오틱스 30포

20%

카드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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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한뿌리 홍삼대보 

39,800
• 홍삼대보 40㎖×24포

1+1

약사신협 산삼배양근 앰플 

59,000     47,200
• 20㎖×30병

20%

카드할인

약사신협 프리미엄 황삼 골드 세트 

49,000
• 환 3.75g×12개, 75mg×12병

3+1

약사신협 6년근 고려홍삼액진 

39,000
• 70㎖×30포

1+1

GC녹십자웰빙 가화원 타트체리진액 

49,900
• 70㎖×30포

1+1

천제명 진홍삼액 골드 

39,000
• 60㎖×30포

2+1
천제명 홍삼녹용  

69,000
• 50㎖×30포

1+1

약사신협 프리미엄 석류 100 

49,000
• 70㎖×30포

1+1

GC녹십자웰빙 진기력 산삼배양근골드 

120,000     60,000
• 120㎖×12병

50%

카드할인

흑마늘 배도라지

CJ 흑마늘 달임진액/배도라지 달임진액 (각) 

54,800
• 흑마늘 달임진액 50㎖×24포
•배도라지 달임진액 50㎖×24포

1+1

대상 홍삼 자운순액 正 2입 기획 

59,000
• 50㎖×24포×2입

2입  
기획

GC녹십자웰빙 진기력 홍삼녹용고 

90,000     54,000
• 1kg

40%

카드할인

CJ 한뿌리 흑삼대보 

69,800
• 흑삼대보 40㎖×24포

1+1
CJ 한뿌리 흑삼 달임진액 

99,000
•흑삼 달임액 40㎖×30포

1+1

대상 홍삼 프로폴리스 2입 기획 

84,000
• 홍삼 프로폴리스 50㎖×18병×2입

2입  
기획

50%

카드할인

천제명 흑삼대보/석류즙 (각) 

19,800     9,900
• 흑삼대보 50㎖×21포
• 석류즙 50㎖×21포

흑삼대보 석류즙

대상 홍삼대보 2입 기획 

37,000
•  홍삼대보 추출물 40㎖×24포×2입

2입  
기획

건강·커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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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터 호두, 아몬드, 율무차 

22,800
• 호두, 아몬드, 율무차×120입

남양 프렌치카페 300입 기획 

30,800
• 남양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100입×3

4개 이상 구매시

2천원  
할인

40개 이상 구매시

5천원  
할인

드립인스틱 1호 

22,800
• 드립인 스틱 케냐 20입, 과테말라 20입,  

롱 유리컵×2

5+1

오리진스 선물 세트 

11,900     9,520
•오리진스 10입×4

20%

카드할인

1+1
크리스탈 머그컵 세트 

39,800
• 캐모마일 15g, 스텐머그컵

프리미어스 티완드 8종 세트 

23,000
• 아쌈, 샐러브레이션, 카모마일, 다즐링, 민트,  

닐기리, 얼그레이, 잉글리쉬블랙퍼스트

담터 선물 세트 종합 1호 

44,800     31,360
• 캐모마일×10입, 루이보스×10입, 페퍼민트×10입,  

수프리모×5입, 산토스×5입, 사다모×5입, 호두×15입, 
생강차×15입, 쌍화차×15입, 대추차×15입

10+130%

카드할인

아마드우드 8종 

29,000
• 캐모마일허니&바닐라×5입, 페퍼민트&레몬×5입, 루이보스&시나몬×5입,  

레몬&진저×5입, 캐모마일&레몬그라스×5입, 믹스시트러스×5입,  
로즈힙&히비스커스체리×5입, 믹스베리&히비스커스×5입

1+1
건강담은 홍삼차 세트 2호  

41,800
• 홍삼진골드 50㎖×8, 꿀모과차 390g,   

꿀대추차390g, 녹용진70㎖×4, 석류70㎖×4

품격과 트렌디를 겸비한

20%

카드할인

로얄 眞 홍삼스틱 

29,800     23,840
• 10㎖×30포

복음자리 꽃차선물세트 

39,000     35,100
• 메리골드 꽃차 10g, 메리골드 꽃차 (0.5g×3),  

딸기잼 230g, 무농약유자감귤잼 220g,  
배도라지차 220g, 유자차 230g

5+110%

카드할인

10%

카드할인

카누 3-1호 

17,800
• 카누 다크 미니 9g×5, 카누 마일드 미니 9g×3,  

투고 텀블러

5+1
맥심 60-1호 

12,800
• 화이트 골드믹스 234g×2, 카누 미니 마일드 9g×3,  

투고 텀블러

10+1
네스카페 크레마 28호 

30,900     21,630
• 아메리카노 미니 10입×5, 인텐소 미니 10입×5, 

머그컵×2

5+1 5+130%

카드할인

발효인삼 
녹용진

홍삼진액

GC녹십자웰빙 발효인삼 녹용眞/홍삼진액 (각) 

49,900
•발효인삼녹용眞 80㎖×30포
•  홍삼진액 70㎖×30포

1+1
몸엔용 활기찬 녹용 

99,800     79,840
• 60㎖×30포

20%

카드할인

몸엔용 기엔용 

69,800     34,900
• 50㎖×30포

50%

카드할인

5+1
복음자리 복합 2호 세트 

24,000     21,600
• 유기농액상유자차 430g, 딸기잼 230g,  

무농약유자감귤잼 220g, 배도라지차 220g,  
유자차 230g

건강·커피·차



‘명가 와인’ 컬렉션
#명가의품격 #럭셔리의끝 #남다른풍미 #기억에남을특별함

희소가치와 함께 고유의 스타일과 개성, 깊이감으로 와인 애호가와 마니아들에게 환영 받는

유서깊은 와이너리의 시그니처 와인을 만나보세요.

이기갈  
꼬뜨 로띠 라 랑돈느 2016 

790,000
•750㎖  •프랑스  •12병 한정  

이기갈 ‘라-라-라’ 
'라-라-라 시리즈‘로 불리는 라 랑돈느, 라 믈린, 라 뛰르끄는  

프랑스 론 유명 생산지 꼬뜨 로띠 마을을 대표하는 싱글빈야드입니다

펜폴즈 그랜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가 손꼽는 호주와인으로  

호주 남부에서는 문화재로 등재된 명품와인입니다

루이자도
부르고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명 네고시앙 중 하나인  

루이자도의 슈발리에 몽라쉐, 본 마르, 끌로 드 부조 그랑크뤼 와인입니다

도츠 아무르 도츠
상파뉴 고급 그랑크뤼밭에서만 생산되는 샤르도네 품종  

100%를 엄선하여 만든 샴페인하우스 도츠의 시그니처 아이콘입니다

이기갈  
꼬뜨 로띠 라 뛰르끄 2016 

790,000
•750㎖  •프랑스  •12병 한정 

이기갈  
꼬뜨 로띠 라 믈린 2016 

790,000
•750㎖  •프랑스  •12병 한정 

펜폴즈  
그랜지 쉬라즈 15 

790,000
•750㎖  •호주  •12병 한정  

루이자도 끌로 드 부죠   
그랑크뤼 2014 

240,000
•750㎖  •프랑스  •30병 한정   

도츠 아무르 도츠 10 

290,000
•750㎖  •프랑스  •30병 한정  

루이자도 슈발리에 몽라셰  
그랑크뤼 레드무아젤 2017 

690,000
•750㎖  •프랑스  •12병 한정    

루이자도 본 마르  
그랑크뤼 2016 

490,000
•750㎖  •프랑스  •6병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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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48

와인

나파밸리   
컬렉션 와인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의 중심지인

나파밸리는 비옥한 땅과 풍부한 일조량,

서늘한 공기가 만나 품질이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기로 유명합니다. 매해 와인 가치를

재평가 받으며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량한정, 입점점포에 한함  ※이미지컷입니다

퀼트 나파 밸리 카베르네 소비뇽 17 

79,000
•750㎖  •미국  •120병 한정  

로버트 몬다비 나파 까베르네 소비뇽 17  

75,000
•750㎖  •미국  •180병 한정 

끌로뒤발 까베르네 소비뇽 

98,000
•750㎖  •미국  •360병 한정   

이기갈 아트+ 
스택스립 카리아 세트 

199,000
•750㎖×2  •프랑스 + 미국  

•90세트 한정  

스택스립 아르테미스 

180,000
•750㎖  •미국  •60병 한정 

도츠 브륏 클라식 NV 

75,000
•750㎖  •프랑스  •600병 한정

도츠 로제 NV 

99,000
•750㎖  •프랑스  •300병 한정   

도츠 블랑 드 블랑 14 

190,000
•750㎖  •프랑스  •60병 한정

도츠 브륏 밀레짐 14 

150,000
•750㎖  •프랑스  •120병 한정   

이기갈 꼬뜨 로띠 2016 

90,000
•750㎖  •프랑스  •30병 한정

이기갈 생조셉 비뉴드 로스피스 루즈 2016 

99,000
•750㎖  •프랑스  •30병 한정

이기갈 샤또뇌프 뒤 빠쁘 2016 

64,800
•750㎖  •프랑스  •120병 한정

이기갈 크로즈 에르미타쥐 루즈 2017 

34,800
•750㎖  •프랑스  •600병 한정

루이자도 샹볼 뮈지니 2014 

90,000
•750㎖  •프랑스  •80병 한정   

루이자도 꼬르똥 푸제 그랑크뤼 2014 

130,000
•750㎖  •프랑스  •24병 한정   

루이자도 샤블리 1er 크뤼 푸르숌 2017 

60,000
•750㎖  •프랑스  •30병 한정   

루이자도 상뜨네 끌로 드 말트 모노폴 루즈 2016 

50,000
•750㎖  •프랑스  •120병 한정   

프랑스 론의 명가 ‘이기갈’ 컬렉션

펜폴즈 RWT 쉬라즈 13 

159,000
•750㎖  •호주  •24병 한정   

펜폴즈 생 헨리 쉬라즈 16 

159,000
•750㎖  •호주  •24병 한정    

펜폴즈 빈 407 카베르네 소비뇽 17 

199,000
•750㎖  •호주  •60병 한정   

펜폴즈 빈 138 17 

79,000
•750㎖  •호주  •60병 한정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론의 유명 와인 생산자로
라라라 시리즈를 비롯한 이기갈 시리즈 와인을 통해 론 와인의 정수를 경험해보세요.샴페인 명가 ‘도츠’ 컬렉션 전통과 명성을 갖춘 샴페인 하우스 도츠의 엔트리급 샴페인부터  

그랑크뤼 밭의 샤도네이로 만든 시그니처 아이코닉 샴페인까지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부르고뉴 ‘루이자도’ 컬렉션 부르고뉴의 가장 중요한 네고시앙 중 하나인 루이자도의 가성비 와인부터 샤블리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호주 국보급 와이너리 ‘펜폴즈’ 컬렉션 오랜 명성을 자랑하는 펜폴즈의 정통 쉬라즈 품종부터 블랜딩 와인까지

펜폴즈의 명성과 퀄리티를 느껴보세요.

※수량한정, 입점점포에 한함  ※이미지컷입니다 ※수량한정, 입점점포에 한함  ※이미지컷입니다

※수량한정, 입점점포에 한함  ※이미지컷입니다 ※수량한정, 입점점포에 한함  ※이미지컷입니다

케익브레드 댄싱 베어 랜치 2017 

240,000
•750㎖  •미국  •60병 한정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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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의 용량은 7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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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가성비 와인 세트 좋은 가성비를 가진 즐거운 와인들을 소개합니다. 와이너리와의 파트너십으로

맛과 향이 뛰어난 와인들을 고급 패키지에 담아 실속 있게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조합으로  

선택하세요.
2세트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교차 구매가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세트입니다. 원하는 조합으로 2세트 이상 구매시 50% 할인 받아 부담없이 선물하세요.  

50%

2세트 이상

50%

2세트 이상

50%

2세트 이상

50%

2세트 이상

50%

2세트 이상

50%

2세트 이상

50%

2세트 이상

50%

2세트 이상

국민와인 세트 
(라포스톨 레드 블랜드 +  

얄리 프리미엄 릴리즈 샤르도네) 

34,800
•750㎖×2  •칠레  

페데리코 세트  
(리제르바+그랑 리제르바) 

39,800
•750㎖×2  •스페인  

콜럼비아 H3 까버네 +  
코노수르 싱글 까버네 

59,800
•750㎖×2  •미국, 칠레 

나파 셀라 세트 
(카버네 + 샤르도네) 

99,000
•750㎖×2  •미국  

트리오 세트 
(카버네 + 멜롯) 

69,800
•750㎖×4  •칠레  

베린저 브로스 세트  
(카버네 + 샤도네이) 

59,600
•750㎖×2  •미국  

국민와인 피터르만 바로산 세트 
(카버네 + 쉬라즈) 

39,600
•750㎖×2  •호주 

안데스몽 세트 
(까버네 + 멜롯) 

39,800
•750㎖×2  •칠레  

라포스톨 달라멜 레세르바 세트 
(까버네 + 까르미네르) 

59,800
•750㎖×2  •칠레  

필립 르 벨 + 파품 디오션 보르도 

49,800
•750㎖×2  •프랑스  

칠레 시글로 그랑리제르바 세트  
(까버네+멜롯) 

59,800
•750㎖×2  •칠레  

50%

2세트 이상

핀카 산타페 세트  
(드라이 레드 + 세미스위트 레드) 

29,800
•750㎖×2  •스페인  

50%

2세트 이상

다르디네스 레세르바 +   
몬테레온 리미티드에디션 뀌베에스페샬 

39,800
•750㎖×2  •스페인  

로쉐 마제 세트 
(까버네 + 멜롯) 

49,800
•750㎖×2  •프랑스  

샤토 뒤 바리 +  
샤토 레스포 

59,800
•750㎖×2  •프랑스  

도멘 두 슈발블랑 +  
샤또 드 모인메노뎅 

59,800
•750㎖×2  •프랑스  

샤또 자르댕 드 륀 +  
뤼미에르 데테 

39,800
•750㎖×2  •프랑스  

팔라시오 델 콘데 세트  
(크리안자+리제르바) 

49,800
•750㎖×2  •스페인 

에스쿠도 로호 리제르바 세트 
(카베르네 소비뇽 + 카르메네르) 

59,000
•750㎖×2  •칠레  

국민와인 세트  
(코노수르 쉬라+샤도네이) 

39,600
•750㎖×2  •칠레  

라봄생폴 세트  
(피투 + 미네르부아) 

49,600
•750㎖×2  •프랑스  

브로켈 세트 
(말벡 + 카버네) 

79,800
•750㎖×4  •아르헨티나  

디아블로 레드블렌드 +  
데블스 컬렉션 

34,900
•750㎖×2  •칠레  

르 로볼레 세트 
(로쏘 + 비앙코 돌체) 

29,800
•750㎖×2  •이탈리아  

50%

2세트 이상

50%

2세트 이상

※입점점포에 한함 ※입점점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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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워커 블루 

280,900
•750㎖  •스코틀랜드 
• 명절기간에만 한정판매되는 가죽케이스로  

품격을 높인 조니워커 블루세트

조니워커 골드리저브 리미티드 에디션 

70,000
•750㎖  •스코틀랜드 

•축하의 자리에 어울리는  
골드레이블의 리미티드 에디션

시바스리갈 12Y 700 

37,900
•700㎖  •스코틀랜드  

•전세계에서 폭넓게 사랑받는
글로벌 위스키

조니워커 더블블랙 

45,300
•700㎖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강렬함이 주는 풍미를 아시는 분께 
추천하는 조니워커 더블블랙

탈리스커 10년 

68,300
•700㎖  •스코틀랜드 

•화산이 폭발하듯  
강렬한 풍미가 특징인 위스키

로얄살루트 더 스노우 폴로 에디션  

259,000
•700㎖  •스코틀랜드 

•스노우폴로경기기념 리미티드에디션

조니워커 스페이사이드블랙 

48,300
•700㎖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몰트원액을 사용한 조니워커의 
12년산 블렌디드몰트위스키 한정판 제품

조니워커 로우랜드블랙 

48,300
•700㎖  •스코틀랜드 

•로우랜드지역 몰트원액을 사용한 조니워커 
12년산 블렌디드 몰트위스키 한정판 제품 

필스너우르켈 기획팩 

19,900
•330㎖ (병), 330㎖×4 (캔), 500㎖×4 (캔),  

전용잔 2개 •체코 

바이엔슈테판 스토즐 텀블러 기획 

24,800
• 헤페 500㎖, 둔켈 500㎖,  

크리스탈 500㎖, 비투스 500㎖,  
스토즐텀블러잔 (랜덤)  •독일 

하이네켄 미니캔 기획 

7,480
•하이네켄 150㎖×8   •네덜란드 

롯데 처음처럼 힐링잔 기획 

10,240 (공병대금 포함)

•처음처럼 360㎖×8, 힐링잔 

•쿠폰할인 적용시 9,980원

스팀 브루 6입 패키지 

15,000
•스팀브루500㎖×6, 케이스   

•독일 

발렌타인 21년 워밍스파이스  

222,000
•700㎖  •스코틀랜드 

•발렌타인 시그니처 플레이버 시리즈 중  
첫번째 에디션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에디션   

147,600
•700㎖  •스코틀랜드 

•발렌타인 17년 아티스트 콜라보 
스페셜 에디션 패키지

발렌타인 17년  

140,000
•700㎖  •스코틀랜드 

•위스키선물로 환영받는  
브랜드 발렌타인 세트

온라인 스마트오더 전용 한정세트 ※한정 물량으로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더 글렌리벳 25년 

499,000
•700㎖  •스코틀랜드 
•16병 한정

더 글렌리벳 21년 

299,000
•700㎖  •스코틀랜드 
•16병 한정

발렌타인 30년  

699,000
•700㎖  •스코틀랜드 
•50병 한정

테라 + 진로피규어 기획 

19,600
•테라 355㎖×10, 진로피규어기획   

SSG.COM SSG.COM SSG.COM

※수량한정, 입점점포에 한함



55

뷰티

※상품은 이미지 사진이며, 2020년 9월 3일 이후 상품 구성, 패키지(디자인), 가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지 생활의 기쁨 9호 

9,900
•  샴푸 200㎖×2, 컨디셔너 200㎖,  

치약 90g×4, 비누 80g×2

엘지 생활의 기쁨 23호  

23,900     16,730
•  샴푸 200㎖×3, 컨디셔너 200㎖, 바디워시 190㎖,  

치약 90g×6, 비누 80g

아모레 도담 9호 

9,900
•  샴푸 200㎖×2, 바디워시 200㎖,  

치약 90g×4, 비누 80g×2

애경 마음담은 E-1호 

13,900
• 샴푸 180㎖×2, 린스 180㎖, 바디워시 180g×2, 

치약 90g×6, 비누 80g×5

애경 스마트한 A호 

13,900
•  샴푸 180㎖×2, 치약 90g×4, 비누 80g×3 

아모레 명작 스페셜 1호 

19,900     13,930
•  샴푸 200㎖×3, 바디워시 200㎖×2,  

치약 90g×6, 비누 80g×2

아모레 도담 21호 

21,900     15,330
•  샴푸 200㎖×3, 바디워시 200㎖×2,  

치약 90g×6, 비누 80g×2

엘지 생활의 기쁨 16호 

16,900
•  샴푸 200㎖, 컨디셔너 200㎖, 바디워시 190㎖,  

치약 90g×8, 비누 80g×2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10+1 10+1 10+1

1+1

10+1
애경 향기깨끗 에디션 

25,900     18,130
• 바디워시 500g×3, 핸드워시 250㎖, 

비누 80g×3

30%

카드할인

뷰티
#센스있게 #취향선물 #위생부터멋짐까지 

일상 속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뷰티 아이템들을 모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고 센스 있게 전해보세요.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선물하세요 !
애경 랩신 위생세트 실속형 2호/애경 랩신 위생세트 실속형 4호/ 
애경 랩신 위생세트 지함/엘지 항균세트/ 
유니레버 라이프보이 위생선물세트

엘지 스페셜 34호 

34,500
•  샴푸 200㎖×3, 컨디셔너 200㎖,  

바디워시 190㎖, 치약 90g×6,  
칫솔 2, 비누 80g×2

1+1

애경 랩신 위생세트 고급형 2호 

49,900
•  핸드워시 250㎖×2, 손소독티슈 60매,  

새니타이저 겔 500㎖, 새니타이저 겔 60㎖×2,  
KF94 마스크 5입×2

5+1

1+1
아모레 명작 스페셜 2호 

25,900
•  샴푸 200㎖×3, 바디워시 200㎖×2,  

치약 90g×6, 비누 80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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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로즈 에디션 

28,900
•  샴푸 680㎖×2, 바디워시 500㎖, 200㎖, 

비누 80g 

엘지 오가니스트 35호 

33,900     23,730
•  샴푸 500㎖×2, 380㎖, 컨디셔너 380㎖, 

트리트먼트 200㎖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엘지 히말라야 핑크솔트 41호 

41,900     29,330
•  샴푸 500㎖×2, 200㎖, 바디워시 480㎖, 190㎖,  

치약 100g×2, 비누 90g×3

애경 향기가득 꽃길세트 

25,900
•  샴푸 500㎖, 바디워시 500g,  

섬유유연제 300㎖×3, 비누 80g×2

3+1
엘지 스페셜 28호 

28,900
•  샴푸 400㎖×2, 바디워시 480㎖×2,  

비누 90g×2

1+1

1+1

아로마 퍼품세트 

29,900
•  샴푸 500㎖×2, 200㎖, 바디워시 500㎖×2

5+1

엘지 생활의 기쁨 27호 

27,900     19,530
•  샴푸 200㎖×4, 컨디셔너 200㎖, 치약 90g×6,  

비누 80g×5

30%

카드할인

엘지 리엔 31호 

36,900     25,830
•  샴푸 400㎖×2, 200㎖, 컨디셔너 400㎖, 200㎖, 

비누 80g×2

30%

카드할인

엘지 생활의 기쁨 41호 

41,900     29,330
•  샴푸 200㎖×3, 컨디셔너 200㎖,바디워시 190㎖,  

치약 100g×4, 90g×4, 칫솔 2, 비누 90g, 비누 80g×2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엘지 프로폴리테라 1호 

45,900     32,130
•  샴푸 500㎖×2, 200㎖, 50㎖, 트리트먼트 100㎖, 50㎖

30%

카드할인

프레시팝 베이직 세트 

32,900     23,030
•  샴푸 500㎖×3, 200㎖, 린스 500㎖

20%

카드할인

애경 화원산책 

29,900     23,920
•  샴푸 500㎖×3, 린스 500㎖, 트린트먼트 150㎖,  

비누 80g

3+1
아모레 려 동백 & 박하 에디션 

34,900
•  샴푸 500㎖×4, 트리트먼트 180㎖

5+1

30%

카드할인

아모레 도담 29호 

29,400     20,580
•  샴푸 200㎖×5, 바디워시 200㎖×2, 치약 90g×4,  

비누 80g×6

애경 사랑 6호 

35,900
•  샴푸 200㎖×6, 바디워시 200g, 치약 90g×4,  

비누 80g×4, 손소독티슈 10매×2, 손소독겔 60㎖

10+1

애경 가득케어 8호 

26,900     18,830
•  샴푸 180㎖×4, 샴푸 200㎖×2, 바디워시 180g×2,  

치약 90g×8, 비누 80g×6

30%

카드할인

엘지 쓰임가득 55호 

55,900     39,130
•  샴푸 400㎖×4, 200㎖×2, 트리트먼트 250㎖,  

바디워시 480㎖×2, 비누 80g×2

30%

카드할인

엘지 핑크솔트 56호 

56,900     39,830
•  샴푸 500㎖×3, 바디워시 480㎖, 치약 100g×4,  

치약 285g, 비누 90g×3, 칫솔 2

30%

카드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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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려 자양윤모 기프트 

39,900
•  샴푸 400㎖×4, 트리트먼트 200㎖

5+1
아모레 려 진결모 선물세트 

39,900
•  샴푸 490㎖×4, 트리트먼트 200㎖ 

5+1

엘지 스페셜 종합 59호 

59,900     41,930
•  샴푸 200㎖×2, 바디워시 190㎖, 치약 85g×4,  

비누 80g×2, 카놀라유 500㎖×3, 캔햄 120g×6

엘지 닥터그루트 1호 

64,000     44,800
•  샴푸 400㎖×2, 200㎖, 50㎖,  

트리트먼트 180㎖, 50㎖, 10㎖×3

사랑행복 두배세트 

49,900
•  샴푸 400㎖×3, 200㎖×3, 바디워시 500㎖,  

바디로션 264㎖, 바디크림 150㎖,  
클렌징폼 120㎖, 비누 80g×4

5+1

SSG MONEY는 SSG PAY 앱에서 휴대폰 번호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으며, 기업용/단체용으로 대량 발송도 가능합니다.

• SSG MONEY 선물발송 시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 알림 자동 발송

• SSG MONEY 선물수신 시 SSG PAY 앱 하나만으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SG.COM 등 SSGPAY 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신세계상품권, 신세계포인트, 신용카드포인트 등도 SSG MONEY로 전환 가능

•SSG MONEY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올 추석도 신세계상품권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

쇼핑의 자유 신세계상품권

구 입 처  

매  장  :  전국 이마트 상품권 샵  

전  화  :   대량구매 전화 상담  02) 380 - 9664 ~8

결제방법  

현금 (자기앞수표 포함), 기업카드 / 법인카드, 직불카드  
※ 기업카드 / 법인카드 결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

종   류  

상품권  :   5천원 / 1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

전화주문 서비스

STEP 3

STEP 1 가까운 이마트로 전화상담

STEP 2 표지에서 담당자를 확인하세요. 
맞춤 일정에 방문 상담 및 결제

추석 선물세트 배송

선물세트 견적금액 !

미리 확인 하세요

STEP 3

STEP 1 이마트 앱에서 상품 선택

STEP 2 계산하기 클릭하여 최종금액 확인

구매할 선물세트를 하나의 바코드로 

생성하여 현장 결제가 가능합니다

배송주소 미리 준비하세요 !

택배발송 주소 서비스

STEP 3

STEP 1  이마트 홈페이지에서 택배 발송  
주소 등록 store.emart.com

STEP 2 등록된 주소로 이마트앱에서  
바코드 생성 가능

매장에서 선물세트 구매 후  

택배접수처에 바코드 스캔

다양한 서비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준비하세요!

※상품은 이미지 사진이며, 2020년 9월 3일 이후 상품 구성, 패키지(디자인), 가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지 벨먼세트 39호 

39,900
•  바디워시 400㎖×3, 50㎖×2, 클렌징폼 130㎖,  

비누 80g

3+1

30%

카드할인

30%

카드할인

엘지 항균세트 

30,800
•  핸드솝 250㎖, 비누 90g×2, 

새니타이저 480㎖, KF94마스크 10장

유니레버 라이프보이 

19,900
•  KF 마스크×10, 손소독 젤 365㎖, 손소독 젤 60㎖×2, 

핸드워시 250㎖, 핸드크림 120㎖

애경 랩신 위생세트 실속형 4호 

24,900
•  핸드워시 250㎖×2, 새니타이저 겔 500㎖, 

KF94 마스크 5입

10+1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선물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