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CH
식사류
레이캐슬 한상 차림
제육볶음, 생선구이, 모듬쌈과 우렁된장찌개 솥밥 반상

효종갱 갈비탕
Hyojonggang short rib soup

전복 해물 솥밥과 된장찌개
Abalone, Cuttlefish, Shrimp and Stone Pot Bibimbap

봄 도다리 쑥국
Spring Flounder Mugwort Soup

흑돼지 묵은지 김치찌개
Pork Kimchi Hotpot

봄나물을 곁들인 해물 탕면
Spring herbs & seafood Noodle Soup

클럽 와규 버거
Club Wagyu Burger

왕새우 구이 카레라이스
Grilled King Prawn Curry Rice

치킨 구이 카레라이스
Grilled Chicken Curry Rice

라구 볼로네제 토마토 파스타
Ragu Bolognese Tomato Pasta

쉬림프 비스크 로제 파스타
Grilled shrimp rose pasta with bisque souce

A La Carte
단품 요리

봄 숭어회와 초무침
Gray mullet and vegetable with chili-pepper paste

쭈꾸미 튀김과 봄나물 샐러드
Fried short arm octopus and spring greens with soy souce

광동식 한우 탕수육
Sweet and sour korean beef

참두릅과 한우 소고기 볶음
Stir-fried beef and dureub with oyster sauce

4인 상차림

쭈꾸미·새조개 샤브샤브 & 솥밥정식

흑돼지 왕만두 김치전골 & 솥밥정식

쭈꾸미 삼합보쌈과 된장찌개 & 솥밥정식

통문어 흑돼지 두루치기와 된장찌개 & 솥밥정식

CLUB SET
※ 4인 이상 사전예약 시 주문 가능합니다.

CLUB A
쭈꾸미 튀김과 봄나물 샐러드
흑돼지 왕만두 김치전골
솥밥 반상
파티쉐 디저트
커피 or 차

CLUB B
참두릅 한우 소고기 볶음
쭈꾸미 새조개 샤브샤브
솥밥 반상
파티쉐 디저트
커피 or 차

Korean BBQ Course
※ 4인 이상 사전예약 시 주문 가능합니다.

2021년 소의 해를 맞아 프리미엄
최고급 한우 등심 코스를 준비하였습니다.
고품격 한입 에피타이저와 개인화로에
구워먹는 최고급 코스요리를 즐겨보세요.

대추 호두 카푸치노
봄 숭어회와 초무침
쭈꾸미 튀김과 봄나물 샐러드
한우 모듬구이
〔살치살, 채끝등심, 갈비살〕

우렁 된장찌개와 솥밥 정식
파티쉐 디저트
커피 or 차

Korean Table d'hote
대추 호두 카푸치노

쭈꾸미 튀김과 샐러드

사시미 플레터

계절 전유어

궁중 전복 갈비찜

우렁 된장찌개 솥밥 반상

파티쉐 디저트

커피 또는 차

※ 4인 이상 사전예약 시 주문 가능합니다.

Western Table d'hote
트러플 머쉬룸 스프

한입 에피타이저

대구강정과 리조또

왕새우 안심 스테이크

파티쉐 디저트

커피 또는 차

※ 4인 이상 사전예약 시 주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