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선물 할인 
9. 3 - 9. 20

상담 서비스

더현대 서울	 02-3277-0704

압구정본점	 02-3449-5591

무역센터점	 02-3467-6046

천호점	 02-2225-8614

신촌점	 02-3145-3002

미아점	 02-2117-1011 

목동점	 02-2163-2022

중동점	 032-623-2024

킨텍스점	 031-822-3040

디큐브시티	 02-2210-9707

판교점	 031-5170-1000

충청점	 043-909-2814

부산점 051-667-1243

대구점 053-245-2905

울산점 052-228-0060

울산동구점 052-250-4044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032-727-2732 / 2738

현대프리미엄아울렛 SPACE1 031-8078-2730 / 2733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02-2673-2730

표지 : 몽블랑 순백색 160g, 내지 : 매쉬멜로우



* 카드사 행사는 카드사간 합산 불가합니다.             * 법인, 기프트카드 등 일부카드는 제외됩니다.
* 다른 행사와 중복 증정하지 않으며, 당일 본인 구매 영수증을 분할하여 증정하지 않습니다.
* 상품권 수령 후 일부 금액 취소 시 상품권을 반납하셔야 하며, 영수증 대체 시 본인 구매 영수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BC / 우리 / KB국민 / 현대 / NH농협카드

20 / 40만원 이상 구매 시 1 / 2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정관장 9. 8 수 - 9. 12 일, 5일간

20 / 40만원 이상 구매 시 2 / 4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카드 + 현금 + 상품권 합산

200 / 400 / 600 /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 20 / 30 / 50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정관장 
100만원 이상 구매 시 5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식품 선물세트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기간  9. 3 금- 9. 20 월     장소  각 점 사은데스크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 

디지털 서비스  
현대백화점 상품 그대로 / 혜택받고 / 기다리거나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다양한 현대백화점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주문 · 결제 · 배송 가능합니다. 

2021 현대백화점 디지털 추석 특선집

PC와 모바일에서 

더욱 편리하게

추석 선물을 검색하고 

주문하세요.

현대백화점 2021년 디지털 추석 특선집

디지털 특선집에서 금액대별, 취향별 

추석 선물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더현대닷컴 선물하기

받는 분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선물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대백화점 APP

APP을 설치하시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주문 / 결제 /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식품관 투홈 선물하기

현대식품관 공식 온라인 몰에서 실시간 인기 선물을 

편리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APP으로 

선택한 상품 결제

* 현대백화점 APP 

회원 가입 필수

3

각 점 컨시어지로 

전화 주문 

(디지털 특선집 참조)

2

본 카탈로그 및 디지털 

특선집에서 상품 선택

(주문 번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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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냉동   

한우 순우리 난 蘭

290,000  270,000원

73-05 냉동   

한우 정성갈비 매 蘭

390,000  360,000원

72-05 냉장   

현대 한우 소담 송 松

190,000  175,000원

71-02 냉장   

현대특선 한우 난 蘭

570,000  530,000원

71-05 냉장   

현대특선 한우 송 松

330,000  310,000원

71-07 냉장   

현대특선 한우 화 花

290,000  270,000원

74-02 냉동   

한우 등심 혼합 난 蘭

170,000  155,000원

75-04 냉장   

호주 청정우구이 매 梅

270,000  250,000원

76-01 냉동   양념육   

그리팅 소스 한우 불고기 세트
120,000  105,000원

76-02 냉동   양념육   경인점  

그리팅 소스 한우 양념구이 세트
130,000  115,000원

77-02 냉동   양념육   경인점  

언양식 소불고기 세트
120,000  108,000원

77-04 냉동   양념육   경인점   

양념구이 혼합 세트
120,000  108,000원

9. 3 금- 9. 20 월

72-09 냉장   

현대한우 소담 성 誠

110,000  99,000원

76-06 냉동   양념육   

현대 지정 목장 와규 혼합 세트
90,000  80,000원

77-09 냉장   

존쿡 델리미트 세트
60,000  50,000원

65-04 냉장   

현대 화식한우 난 蘭

630,000  590,000원

66-02 냉장   

현대 화식한우 연 蓮

260,000  240,000원

70-04 냉장   

현대특선 한우구이 죽 竹

430,000  400,000원



83-02
사과 · 배 · 혼합 망고 세트
10,000원 할인

84-04
산들내음 사과 · 배 · 망고 · 샤인머스켓 세트
10,000원 할인

86-03
산들내음 혼합 과일 세트
10,000원 할인

81-02
홍망고 · 사과 · 배 세트
10,000원 할인

81-05
홍망고 · 청망고 · 머스크 멜론 세트
10,000원 할인

81-06
홍망고 · 청망고 · 샤인머스켓 세트
10,000원 할인

83-01
사과 · 배 · 샤인머스켓 · 애플망고 세트
10,000원 할인

86-06
산들내음 사과 · 배 난 蘭

10,000원 할인

87-02
산들내음 나주 배 세트
10,000원 할인

87-03
산들내음 사과 · 배 · 멜론 세트
10,000원 할인

119-10
수삼 세트 난 蘭

200,000  180,000원

119-14
더덕 세트 난 蘭

150,000  120,000원

119-22
참송이 버섯 세트 난 蘭

200,000  180,000원

79-02
현대명품 사과 · 배 · 홍망고 세트
10,000원 할인

80-04
샤인머스켓 · 사과 · 배 세트 매 梅

10,000원 할인

80-07
샤인머스켓 · 사과 · 배 세트 난 蘭

5,000원 할인

9. 3 금- 9. 20 월

82-07
사과 · 배 정 情
5,000원 할인

87-06
산들내음 알찬 사과 · 배 · 멜론 세트
5,000원 할인



현대 영광 참굴비 냉동
90-08 국 菊 430,000  365,000원
90-09 죽 竹 300,000  240,000원

영광 특선 참굴비 냉동
91-06 매 梅 150,000  120,000원
91-07 난 蘭 120,000  100,000원

90-05 냉동  

현대 영광 봄굴비 연 蓮

250,000  200,000원

94-04 냉동  

제주 갈치 난 蘭

220,000  180,000원

94-07 냉동  

제주 옥돔 난 蘭

290,000  270,000원

96-03 냉장   

활전복 세트 매 蘭

380,000  340,000원

91-08 냉동  

영광 특선 봄굴비
170,000  140,000원

92-02 냉동  

자염으로 만든 영광 참굴비 난 蘭

120,000  105,000원

92-07 냉동  

황토판염으로 만든 옥돔 · 고등어
175,000  145,000원

96-06 냉장   

실속 활전복 세트 매 蘭

230,000  210,000원

97-02 냉동  

자연산 새우 명품
250,000  190,000원

97-04 냉동  

자연산 새우 난 蘭

150,000  110,000원

97-03 냉동  

자연산 새우 매 蘭

200,000  150,000원

98-02 냉동  

더덕 고추장 굴비
150,000  100,000원

99-01 냉장   

어부의밥상 전복장 · 성게알 세트
150,000  135,000원

9. 3 금- 9. 20 월

92-04 냉동   

죽염으로 만든 영광 참굴비 난 蘭

120,000  105,000원

94-05 냉동   

제주 바다 실속 갈치
150,000  115,000원

98-01 냉동   

신안건정 고추장 민어
120,000  75,000원



봉옥 곶감 세트 냉동
108-07 매 梅 220,000  176,000원
108-08 난 蘭 170,000  136,000원

현대 잣 · 호두 세트
110-02 매 梅 300,000  240,000원
110-03 난 蘭 220,000  176,000원

111-05
향과집성방 노리개 건과 세트
120,000  96,000원

115-01
궁 명품 한우 육포 세트
130,000  104,000원

107-03 냉동
현대 유명 산지 곶감 세트
150,000  120,000원

112-04
견과담은 선물 세트 8입
65,000  52,000원

115-11
치즈 복합 육포 세트
110,000  88,000원

112-02
넛츠 홈파티 세트
80,000  64,000원

114-05
의성마늘 프리미엄 육포 세트
100,000  80,000원

청해마루 멸치 3종 세트 냉동   경인점  

103-06 매 梅 130,000  104,000원
103-07 난 蘭 110,000  88,000원

더함 건어 종합 세트 냉동   경인점  

103-11 매 梅 150,000  120,000원
103-12 난 蘭 100,000  80,000원

한려수도 멸치 세트 냉동   경인점  

103-08 매 梅 100,000  80,000원
103-09 난 蘭 80,000  64,000원

식탁위의 작은바다 혼합 세트 냉동   영남점  

104-01 1호 135,000  108,000원
104-02 2호 110,000  88,000원

104-06 냉동   영남점  

은빛너울 멸치 3종 세트
60,000  48,000원

104-09 냉동   영남점  

바다찬빛 혼합 4종 세트
110,000  88,000원

105-02
현대 유기곱창 돌김세트 난 蘭

100,000  80,000원

105-06
담백한 갯벌김 혼합 세트
65,000  52,000원

116-06
건강 채움 버섯 세트
80,000  64,000원

9. 3 금- 9. 20 월



121-14
정관장 천녹톤 30포
260,000  234,000원

122-04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125,000  112,500원

122-05
정관장 화애락진
160,000  144,000원

125-02
동원천지인 백작
129,000  109,000원

125-03
동원 천지인 데일리원 1+1
79,000원

125-04
동원 천지인 순홍삼액 순
105,000  73,500원

122-10
정관장 홈삼톤 골드
160,000  144,000원

124-03
정관장 감사 온편
85,000  76,500원

124-04
정관장 감사 혜편
70,000  63,000원

129-06
GNC 올리닉 비타 액션
118,000  82,600원

130-07
레이델 폴리코사놀20 세트
290,000  188,500원

130-08
레이델 비즈왁스알코올 셀100 세트
170,000  136,000원

정관장
추석 선물
세트 제안전

8. 27 금 - 9. 22 수
각 점 정관장 매장

주요 선물 세트 10% 할인
알파프로젝트, 굿베이스류 20% 할인
명절 기간 더블 포인트 적립 혜택 8. 27 금 - 9. 5 일, 10일간

10만원 이상 구매시 정관장 멤버스 더블 포인트 적립
*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카드 + 현금 + 상품권 합산

100만원 이상 구매 시 5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9. 3 금 - 9. 20 월

BC / 우리 / KB국민 / 현대 / NH농협카드

20 / 40만원이상 구매 시 2 / 4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9. 8 수 - 9. 12 일

 * 타 사은행사 중복 증정 불가

9. 3 금- 9. 20 월

122-12
정관장 홍삼톤 30포
70,000  63,000원

124-05
정관장 감사 청편
49,900  44,910원

124-06
정관장 여유 요편
49,000  44,100원



139-03
뱅상 지라르댕 1등급 기획 CV
320,000  155,000원

141-04
레이다 셀렉션 KY
100,000  63,000원

139-06
호나타 셀렉션 NR
330,000  240,000원

135-02
로버트 몬다비 스페셜 에디션 SD
240,000  140,000원

136-01
비에티 기획 NR
160,000  90,000원

138-02
텍스트북 기획 세트 CSR
210,000  145,000원

138-07
반피 셀렉션 LT
400,000  200,000원

139-02
빼삭레오냥 셀렉션 AY
100,000  50,000원

140-04
캔달 잭슨 에디션 AY
185,000  115,000원

53-01
명인명촌 미본 선
220,000  198,000원

55-01
명인명촌 누룩굴비
220,000  198,000원

55-03
명인명촌 별미 젓갈
165,000  148,500원

55-04
명인명촌 매향
170,000  153,000원

55-06
명인명촌 볶음고추장
88,000  79,200원

55-08
명인명촌 보양차
140,000  126,000원

55-05
명인명촌 삼색 약념
130,000  117,000원

58-01
명인명촌 미소 선
115,000  103,500원

58-06
명인명촌 미소 미
58,000  52,000원



9. 3 금- 9. 20 월

152-13
교동한과 교동복
37,000  33,300원

159-03
종가장촌 명품 세트
90,000  81,000원

160-02
맥 참4종 세트
78,000  62,000원

151-03
쌍계명차 궁중다첩
57,000  50,000원

152-07
교동한과 새악시
55,000  49,500원

152-08
교동한과 하늘연달
38,000  34,200원

109-10 냉동  

상주 곶감 실속
85,000  68,000원

117-11 경인점  

참드림 실속 버섯 세트
100,000  80,000원

170-02
칸테 아보카도 오일 세트
80,000  37,000원

168-03
쥬세페 화이트 앤 리카르도�D7�
111,000  80,000원

173-05
동원 진호
72,500  58,000원

162-02
소보꼬 감사 세트
57,000  51,000원

166-06
사비니 타르투피 클래시코 트러플 세트 1호
104,000  72,800원

166-08
파시아 트러플 고메 플러스 세트
78,000  62,000원

61-01
1 TABLE 정성담 갈비탕 세트
70,000  63,000원

150-06
오설록 마스터 블렌드
50,000  40,000원

150-07
오설록 Memory In Jeju
68,000  54,400원

건과 4종 � 3종 세트
110-11 4종 80,000  64,000원
110-12 3종 65,000  52,000원

실속 선물



173-06
대상 청정원 D7호
71,900  49,800원

174-06
CJ 스팸 6호
54,900  51,900원

175-07
대상 청정원 HD4호
44,900  34,600원

181-09
엘지 히말라야 핑크솔트 41호
41,900  29,330원

182-03
엘지 생활의 품격 27호
27,900  19,530원

182-04
애경 랩신 실속형 2호
24,900  22,600원

177-01
동원 건강한 64-R호
37,400  33,800원

177-02
CJ 스팸 12호
36,700  33,900원

177-05
샘표 폰타나 스페셜 오일 세트 4호
35,500  25,900원

실속 선물

* 현대백화점 APP 쿠폰함에 있는 쿠폰을 제시하시면, 회원 특가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특가 쿠폰은 1인당 2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4-06 삼원가든 육포 세트 
100,000  75,000원
우둔, 홍두깨, 설깃 75g×8개�총 600g� 
원산지 � 국내산 

150-08 
오설록 프리미엄 티 컬렉션 90
70,000  55,000원

제주 순수 녹차, 제주 한라 발효차, 
제주 동백꽃 티, 제주 난꽃향 티, 
제주 유채 & 꿀 티, 스윗 부케향 티, 
삼다 꿀배 티, 삼다 영귤 티,
트로피컬 블랙 티 각 1.5g×10개�90티백�
원산지 � 국내산

현대백화점 
APP 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
현대백화점 APP을 설치하면 추석 선물 검색부터 비대면 결제 · 주문이 가능하며 

특별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1-05 현대 여수 소리도 멸치 세트 난 蘭  
150,000  115,000원
볶음멸치 150g×2, 볶음조림멸치 150g×2, 
국물멸치�특� 120g×2, 조림멸치 130g×2 
원산지 � 멸치�국내산�, 천일염�국내산� 

112-03 
넛앤베리 10종 세트  
100,000  75,000원

구운 아몬드 220g, 구운 캐슈넛 180g,
구운 피스타치오 160g, 호두 130g, 
브라질너트 200g, 마카다미아 180g, 
피칸 160g, 건크랜베리 190g, 
건블루베리 230g, 볶음땅콩 200g
원산지 � 별도 표기

현대백화점 
APP 회원 특가

 

9.3(금)~12(일), 10일간 109-08 영동 곶감 세트 
95,000  70,000원
영동 곶감 1.2kg�24개�
원산지 � 국내산

97-10 자연산 붉은새우 세트 
100,000  70,000원
붉은새우 1.2kg�20~24마리�
원산지 � 아르헨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