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송일 지정
원하는 배송 일자에 맞춰
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ㆍCJ대한통운 신선 택배

주소 확인 서비스
정확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받는 분께 수령지 확인 연락을
드립니다.

 ㆍ명절 시즌 및 정기 배송 시 무료 제공 

감사카드 동봉
설로인에서 제작한 감사카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ㆍ A5 크기 이하의 자체 제작 카드나 
명함 동봉 가능

기업 회원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카드 / 현금 / 분할 결제 모두
가능하며, 현금으로 결제 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T. 1644-3684   M. biz@sirloin.co.kr

보자기 포장
기품 있는 겹보자기로 포장한 후
노리개를 달아 드립니다.

 ㆍ 플래티넘 세트는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다른 세트 상품에는             
별도 비용 25,000원이 발생

맞춤 결제

인원과 예산에 맞춰
커스텀 구성 가능

냉장 보관 14일
특수 진공 포장

마음을 담은
감사카드 동봉

설로인만의 숙성 기술로
완성한 한우

소중한 날,
설로인이 챙길게요

기업 기념일을 설로인과 함께하세요.

메시지형이름형

* 상품권은 담당자(1644-3684)에게 문의해 주세요.



설로인 숙성한우 선물세트
기본 구성

확인해 주세요
 ㆍ오렌지 세트는 보자기와 보냉 가방을 포함하지 않는 구성입니다. 
 ㆍ플래티넘 세트는 보자기 포장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다른 세트 상품은 25,000원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ㆍ세트 중량은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지만, 신선 식품의 특성상 팩마다 10% 이내의 중량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 안내
 ㆍ안심은 샤토브리앙, 미니샤토, 로스안심이 랜덤으로 구성됩니다.
 ㆍ등심은 로스등심, 채끝등심, 칼집등심(양념 소스 포함), 꽃등심이 랜덤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살치살 또는 채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특수부위는 살치살, 부챗살, 갈비살, 꽃갈비살,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안심추리 중 랜덤으로 제공합니다.

블루 지함 감사 카드 블루 지함 감사 카드블랙레드

195,000 원레드 A  1.4kg

로 등심 & 채끝 600g 1등급

생차돌박이 200g 1+등급 이상

한우 정성 국거리 600g 1등급 이상

230,000 원레드 B  2.1kg

로 등심 & 채끝 600g 1등급

한우 정성 국거리 900g 1등급 이상

불고기 600g 1++등급

총 구매 금액(할인 전) 계좌이체 할인율 카드 할인율

5천만원 이상 9% 7%

3천만원 이상 7% 5%

2천만원 이상 5% 3%

1천만원 이상 4% 2%

5백만원 이상 2% 0%

5백만원 미만 0% 0%

기본 구성 선물세트 대량 주문 할인율320,000 원블랙 A  1.5kg

설 안심 & 등심 & 채끝 950g 1++등급

특수부위 550g 1등급 이상

420,000 원블랙 B  1.9kg

설 안심 & 등심 & 채끝 1.5kg 1++등급

특수부위 400g 1등급 이상

퍼플오렌지

 ㆍ 보냉 가방 불포함, 보자기 추가 불가

155,000 원오렌지 B  800g

설 등심 & 채끝 600g 1++등급

생차돌박이 200g 1+등급 이상

블루 지함 감사 카드 블루 지함 감사 카드 고급 지함 감사 카드 보자기 포장플래티넘 

 1등급 로 등심 & 채끝 600g
 1+등급 이상 생차돌박이 200g

125,000 원오렌지 A  800g 260,000 원퍼플 A  1.2kg

설 등심 & 채끝 800g 1++등급

생차돌박이 200g 1+등급 이상

특수부위 200g 1등급 이상

270,000 원퍼플 B  2.1kg

설 등심 & 채끝 600g 1++등급

불고기 600g 1++등급

한우 정성 국거리 900g 1등급 이상

520,000 원플래티넘 A  2.1kg

설 샤토브리앙 & 꽃등심 & 
채끝 1.15kg

 1++등급

특수부위 950g 1등급 이상

설 샤토브리앙 & 꽃등심 & 
채끝 1.7kg

 1++등급

특수부위 1.3kg 1등급 이상

720,000 원플래티넘 B  3kg



설로인 숙성한우 선물세트
기업 전용 구성

컴팩트 상자 블루 지함

118,000 100,000 원

 1등급 로 등심 & 채끝 600g

설로인 A  600g

356,000 300,000 원설로인  F  1.65kg

설 안심 & 등심 & 채끝 950g 1++등급

특수부위 200g 1등급 이상

생차돌박이 200g 1+등급 이상

한우 정성 국거리 300g 1등급 이상

148,000 125,000 원실속 C  1kg

로 등심 & 채끝 600g 1등급

불고기 400g 1++등급

200,000 원설로인 D  1.15kg

 1등급 이상 특수부위 150g
 1등급 로  등심 & 채끝 800g

일반 포장

100,000 원실속 A  600g

실속 B  900g

설 등심 & 채끝 400g 1++등급

생차돌박이 200g 1+등급 이상

115,000 원135,000

 1등급 로 등심 & 채끝 600g
시즈닝 트러플 솔트 10g

268,000 230,000 원

설 등심 & 채끝 800g 1++등급

특수부위 200g 1등급 이상

설로인 E  1.3kg

 컴팩트 목함 감사 카드 블루 지함 감사 카드 감사 카드

236,500 118,000

설로인 B  550g

설 등심 & 채끝 400g 1++등급

110,000 원129,500

 1등급 이상 로스안심 or 안심추리 150g

설로인 C  600g

설 등심 & 채끝 600g 1++등급

120,000 원142,000

시즈닝 트러플 솔트 10g

생차돌박이 200g 1+등급 이상

한우 정성 국거리 300g 1등급 이상 한우 정성 국거리 300g 1등급 이상

확인해 주세요
 ㆍ기업 전용 선물 구성은 할인이 적용된 상품으로, 추가 할인이 불가합니다.
 ㆍ세트 중량은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지만, 신선 식품의 특성상 팩마다 10% 이내의 중량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 안내
 ㆍ안심은 샤토브리앙, 미니샤토, 로스안심이 랜덤으로 구성됩니다.
 ㆍ등심은 로스등심, 채끝등심, 칼집등심(양념 소스 포함), 꽃등심이 랜덤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살치살 또는 채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특수부위는 살치살, 부챗살, 갈비살, 꽃갈비살,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안심추리 중 랜덤으로 제공합니다.



기업별 맞춤 구성 간편한 주문 시스템 일정에 맞춘 결제 서비스
예산, 선호하는 제품을 알려 주시면
설로인에서 맞춤 제안을 드립니다.

구성원 이름, 연락처만 전달하면 끝!
발송일과 주소록 관리는 설로인에게 맡기세요.

월별 결제 일자에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 결제 링크를 전달해 드립니다.

1 2 3

기업 정기 배송 서비스
기업 정기 배송 서비스 신청 시, 따로 주문 과정 없이
인원, 예산만 주시면 기념일에 정기 배송해 드려요.

기업 주문 과정

문의 견적
인원, 예산, 품목, 원하는
발송일을 전달해 주세요.

담당자가 제공한 견적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최종 주문 금액과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Inquiry Estimate

결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합니다.

 ㆍ 설로인 숙성한우 선물세트는 면세 상품으로, 
현금 결제 시 전자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Payment

제품 발송
지정한 일정에 맞춰 제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Delivery

 ㆍCJ대한통운 신선 택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