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UNTY OF CHINESE NEW YEAR
新春佳节 풍요로운 설날

Make the Year of the Tiger even brighter with a luxurious selection 
of special hampers filled with flavors that bring good luck and great fortune.

为迎接华人新年, 我们将为您奉上各种口味的礼品篮, 带给您好运和财富.
럭셔리한 설날 햄퍼 박스로 더 풍요롭고  복이 많은 설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Fortune Hamper

富贵礼包
포츈 헴퍼 선물 세트

6,888



富贵礼包 
Fortune Hamper

포츈 헴퍼 선물 세트

年年富贵有余, 黑松露巧克力, 
橘子马卡龙, 发财虎相马尔齐潘, 

烤南瓜子, 手工饼干
核桃酥, 香芒酥, 凤梨酥

紫薯酥, 红灯笼自制XO酱, 
红灯笼自制辣椒酱
干香菇, 白兰氏鸡精

Double tikoy fish with golden chocolate coins, 
golden truffle chocolate, tangerine macaroons, marzipan fortune tigers, 

baked pumpkin seeds, homemade cookies, 
homemade traditional lotus puff with egg yolk, 

homemade golden puff with mango paste, 
homemade pineapple cookies with pineapple paste, 

homemade pastry puff with ube paste, 
Red Lantern XO sauce, Red Lantern chili sauce, 

dried mushroom, chicken essence

중국 춘절 떡 ‘띠꼬이’를 넣은 초콜렛 볼
골든 트러플 초코렛, 탠저린 마카롱

마지팬 포츈 타이거, 베이킹한 호박씨
수제 쿠키, 전통적인 수제 연꽃 퍼프

망고 페이스트를 넣은 수제 골든 퍼프
파인애플 페이스트를 넣은 수제 파인애플 쿠키

달콤한 우베 페이스를 넣은 수제 페이스트리 퍼프
레드 랜턴 XO 소스, 레드 랜턴 칠리 소스

마른 버섯, 치킨 에센스

6,888
Price is in PHP and VAT-inclusive.

价格以比索为准, 已包含消费税。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Gong Xi Fa Cai Hamper 
恭喜发财礼包

공 씨 파 차이 헴퍼 선물 세트

10,888



恭喜发财礼包
Gong Xi Fa Cai Hamper

공 씨 파 차이 헴퍼 선물 세트

年年富贵有余, 麻将巧克力
黑松露巧克力, 橘子马卡龙

发财虎相马尔齐潘, 烤南瓜子, 手工饼干
核桃酥, 香芒酥, 凤梨酥

紫薯酥, 红灯笼自制XO酱
红灯笼自制辣椒酱, 白兰氏鸡精

白兰氏燕窝, 中式新年香肠,  
干香菇, 尊尼获加黑方 

Double tikoy fish with golden chocolate coins, mahjong chocolate, 
golden truffle chocolate, tangerine macaroons, marzipan fortune tigers, 

baked pumpkin seeds, homemade cookies, 
homemade traditional lotus puff with egg yolk, 

homemade golden puff with mango paste, 
homemade pineapple cookies with pineapple paste,

 homemade pastry puff with ube paste, 
Red Lantern XO sauce, Red Lantern chili sauce, chicken essence, 

bird’s nest with rock sugar, Chinese sausage, dried mushroom, 
Johnnie Walker Black Label 1L

중국 춘절 떡 ‘띠꼬이’를 넣은 초콜렛 볼, 마작 초코렛, 
골든 트러플 초코렛, 탠저린 마카롱, 마지팬 포츈 타이거, 베이킹한 호박씨, 수제 쿠키, 

전통적인 수제 연꽃 퍼프, 
망고 페이스트를 넣은 수제 골든 퍼프 파인애플

 페이스트를 넣은 수제 파인애플 쿠키 
달콤한 우베 페이스를 넣은 수제 페이스트리 퍼프

레드 랜턴 XO 소스, 레드 랜턴 칠리 소스, 치킨 에센스
제비집 슈가 락, 중국 소세지, 마른 버섯

조니 워커 블랙 위스키 병 1L

10,888
Price is in PHP and VAT-inclusive.

价格以比索为准, 已包含消费税。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Luxury & Fortune Exclusive Hamper 
豪华鸿运当头礼包

럭셔리 & 포츈 익스클루시브 헴퍼 선물 세트

19,888



豪华鸿运当头礼包
Luxury & Fortune Exclusive Hamper 

럭셔리 & 포츈 익스클루시브 헴퍼 선물 세트

年年幸运有珠, 年年富贵有余, 麻将巧克力
黑松露巧克力, 橘子马卡龙, 发财虎相马尔齐潘

芒果薰衣草果酱, 烤南瓜子, 手工饼干, 核桃酥, 香芒酥, 
凤梨酥, 紫薯酥, 枫叶奶黄酥, 核桃酥, 新春蛋卷

红灯笼自制XO酱, 红灯笼自制辣椒酱
东革阿里 (精致的天然草药), 白兰氏鸡精

白兰氏燕窝, 15头澳洲鲍鱼, 干香菇
中式新年香肠, 尊尼获加黑方, 圣谷, 赤霞珠, 2021 

Five kinds of lucky color tikoy balls, double tikoy fish with golden chocolate coins,
mahjong chocolate, golden truffle chocolate, tangerine macaroons, marzipan fortune tigers, 

mango lavender jam, baked pumpkin seeds, homemade cookies, homemade traditional 
lotus puffs with egg yolk, homemade golden puffs with mango paste, 

homemade pineapple cookies with pineapple paste, homemade pastry puffs with ube paste, 
homemade custard puffs with sesame seed, homemade traditional walnut puffs, egg rolls, 

Red Lantern XO sauce, Red Lantern chili sauce, 
Tongkat ali (Malaysian ginseng natural herb), chicken essence, bird’s nest with rock sugar, 

Australian abalone (15 heads), dried mushroom, Chinese sausage, 
Johnnie Walker Black Label 750ml, San Valley Cabernet Sauvignon 2021 750 ml

다섯 종류 색깔의 중국 춘절 떡 ‘띠꼬이’ 볼
중국 춘절 떡 ‘띠꼬이’를 넣은 초콜렛 볼

마작 초코렛, 골든 트러플 초코렛, 탠저린 마카롱
마지팬 포츈 타이거, 망고 라벤다 젬, 베이킹한 호박씨

수제 쿠키, 전통적인 수제 연꽃 퍼프
망고 페이스트를 넣은 수제 골든 퍼프

파인애플 페이스트를 넣은 수제 파인애플 쿠키
달콤한 우베 페이스를 넣은 수제 페이스트리 퍼프

참깨씨를 넣은 수제 커스타드 퍼프, 전통적인 수제 호두 퍼프 
계란롤, 레드 랜턴 XO 소스, 레드 랜턴 칠리 소스

통캇 알리 (말레이시아식 인삼 자연 허브)
치킨 에센스, 제비집 슈가 락, 호주산 전복 (15 head)

마른 버섯, 중국 소세지, 조니 워커 블랙 위스키 750ml
산 밸리, 카베르네 쏘비뇽 2021 

19,888
Price is in PHP and VAT-inclusive.

价格以比索为准, 已包含消费税。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Call 8888-8888 or 
email restaurantevents@solaireresort.com 

to place your orders.
For orders of 5 to 10 boxes, please request at least 2 days in advance.  

For bulk orders of more than 10 boxes,  
please request at least 3-5 days in advance.

请致电8888-8888或发邮件至

restaurantevents@solaireresort.com下订单。

对于5至10盒的订单，请至少提前2天下单。

对于超过10盒的批量订单，请至少提前3至5天下单。

8888-8888 로 전화 또는 이메일 
restaurantevents@solaireresort.com 으로 주문하십시오.

5~10 박스 주문시 최소 2일전 미리 요청해 주시고 
10박스 이상 대량 주문시 최소 3~5일 전에 요청해주세요 

1 Asean Avenue, Entertainment City, Tambo
Parañaque City 1701 Philippines

solaireresort.com | (+632) 8888 8888

solaireresort | solaire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