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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SEOK GIFT SET



풍성하고 밝은 보름달처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다양한 

선물 세트와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To celebrate Chuseok,

the season of abundance and the harvest moon, 

Park Hyatt Busan presents a selection of 

gift sets and gift certificates for you to express 

your gratitude to those you care for.



* 상기 가격은 10%의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시그니처 육류 & 랍스터 세트 

SIGNATURE MEAT & LOBSTER SET

KRW 280,000

친환경 인증을 받은 최고급 안동 한우와 MSC 인증을 받은 랍스터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파크 하얏트 부산 다이닝룸에서 정성을 담아 준비한 ‘시그니처 
육류 & 랍스터 세트’입니다. 섬세한 마블링과 뛰어난 식감을 자랑하는 안동 
한우의 안심과 꽃등심, 신선한 랍스터 꼬리로 구성하였으며, 진한 풍미와 감
칠맛을 더하는 레드와인 소스와 영국 왕실 소금으로 잘 알려진 말돈 소금이 
함께 제공됩니다.

국내산 안동 한우 안심 200g, 국내산 안동 한우 꽃등심 350g, 
MSC 랍스터 꼬리 240g, 레드와인 소스 70ml, 훈연 말돈 소금 60g
Korean Andong Hanwoo Tenderloin 200g, 
Korean Andong Hanwoo Ribeye 350g, MSC Lobster Tail 240g, 
Red Wine Sauce 70ml, Smoked Maldon Salt 60g



* 상기 가격은 10%의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ASC 완도 전복초 세트 

STEWED ASC WANDO ABALONE SET

KRW 180,000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ASC를 획득한 완도산 전복을 파크 하얏트 부산 
다이닝룸 셰프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진 수제 간장 소스로 조리하여 만든 궁
중 보양식 ‘전복초’입니다. 특히 전통 발효 식품인 여주 장아찌가 함께 제공
되어 맛은 물론 영양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친환경 선물 
세트입니다.

ASC 완도 전복 1kg, 홈메이드 간장 소스 180ml, 
여주 장아찌 180g, 세라믹 접시 1개
ASC Wando Abalone 1kg, Homemade Soy Sauce 180ml, 
Balsam Pear Jangajji 180g, White Ceramic Bowl 1ea



* 상기 가격은 10%의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Prices include 10% government tax. 

단지 세트

DANJI SET

KRW 80,000

월악산에서 채취한 천연 벌집 꿀에 부드러운 과육과 당도가 높은 제주산 귤
을 절여서 만든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풍미와 깔끔한 뒷맛이 특징인 건강식
품입니다. 귤 속을 파내 귤, 인삼, 대추, 잣, 밤을 채워 넣어 균형 잡힌 영양소
를 섭취할 수 있으며, 간단한 디저트로 먹거나 따뜻한 차로 마시기 좋습니다.

귤, 국내산 6년근 인삼, 대추, 잣, 밤으로 속을 채운 제주산 귤 단지 3개, 
월악산 꿀 150ml, 월악산 벌집 60g
Jeju Mandarin Danji 3ea made with Mandarin Segments, 
Korean 6 years old Ginseng, Jujube, Pine Nut, Chestnut, 
Worak Mt. Honey 150ml, Worak Mt. Honeycomb 60g



레스토랑 상품권

RESTAURANTS GIFT CERTIFICATE

Dining Room

주중 런치 2인  up to 90,000  70,000  
탄산음료 2잔 포함

Weekday Lunch for Two 
Including two glasses of soft drinks

디너 세트 2인  up to 290,000  240,000  
하우스 와인 2잔 포함

Dinner Set for Two
Including two glasses of house wine

Living Room

3코스 메뉴 2인  up to 170,000  140,000  
피자 1개 포함

3-course Menu for Two
Including one pizza

라운지 & 파티세리 상품권

LOUNGE & PATISSERIE GIFT CERTIFICATE

Lounge

애프터눈 티 세트 2인  100,000  80,000  
스파클링 와인 또는 스페셜 음료 2잔 포함

Afternoon Tea Set for Two
Including two glasses of sparkling wine or specialty drinks

Patisserie

케이크  up to 45,000  35,000  
Whole Cake

* 상기 가격은 원 단위이며, 10%의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de 10% government tax. 



구매 안내

PURCHASE GUIDE

판매 기간 판매 기간 

• 선물 세트: 2021년 9월 17일까지
• 상품권: 2021년 9월 26일까지

픽업 장소픽업 장소

• 파티세리 (파크 하얏트 부산 1층)

구매 구매 방법방법

• 전화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 원활한 상품 준비를 위해 픽업 희망일보다 최소 5일 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 요청 시 별도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구매문의 및 구매

• 051-990-1300

Selling PeriodSelling Period

• Gift Set: until September 17, 2021
• Gift Certificate: until September 26, 2021

Pick-up VenuePick-up Venue

• Patisserie (Park Hyatt Busan, 1F)

How to PurchaseHow to Purchase

• Please make a purchase by phone or through Naver Booking.
• Please order at least five days prior to desired pick-up date.
• The delivery fee varies.
• For more details, please call or visit Park Hyatt Busan.

Information & PurchaseInformation & Purchase

• +82 51 990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