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NNER MENU

28.

26.

레이캐슬 한상차림
제육볶음, 강된장, 모듬쌈이 제공되는 푸짐한 솥밥 반상

전복 해산물 솥밥
전복, 해산물을 넣어 지은 영양 솥밥과 된장찌개 정식

26.효종갱 갈비탕
맑은 고기 육수에 전복과 갈비가 듬뿍 들어간 봄철 보양식

23.클럽 와규 버거 세트
직접 만든 버거번에 신선한 야채와 패티가 들어간 레이캐슬 시그니쳐 버거세트

25.머쉬룸 비프 카레라이스
진한 카레 베이스에 버섯과 등심을 올려 만든 카레라이스

24.트러플 화이트 라구 파스타
풍미 가득한 트러플 크림소스에 소고기 미트볼을 넣어 만든 담백한 파스타

24.해산물 뽀모도로 토마토 파스타
신선한 해산물과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파스타

[한식|양식]

new

※ 감자튀김과 콜라가 함께 제공됩니다.

42.와규 안심 스테이크
쉐프가 직접 만든 특선스프와 갓구운 홈메이드 브레드가 함께 제공되는 클럽 안심 스테이크

35.콰트로 포르마지오 피자
쫄깃하고 바삭한 페이스츄리 도우에 다양한 치즈의 고소함이 더해진 화덕피자

35.프로슈토 루꼴라 피자
특제 소스에 최고급 프로슈토를 넣어 만든 씬 피자



120.

140.

100.

편백나무 수육 & 낙지볶음 & 된장찌개와 솥밥정식 & 디저트

산더미 매운 물갈비 전골 & 솥밥정식 & 디저트

흑돼지 왕만두 김치전골 & 솥밥정식 & 디저트

120.통문어 흑돼지 두루치기 & 된장찌개와 솥밥정식 & 디저트

| 4인 식사 |

DINNER MENU [한식]

※ 10%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 inclusive of VAT 10% ]

※ 상기 메뉴는 난류, 돼지고기, 토마토, 닭고기등을 조리한 조리기기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김치, 쌀, 고춧가루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50.

80.

해산물 제주 국수 샐러드

범블비 루프탑 토마토 샐러드

비프 부르기뇽 & 홈메이드 브레드 

50.사천식 철판 가지볶음

| 일품요리 |

DINNER MENU [한식]

※ 10%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 inclusive of VAT 10% ]

※ 상기 메뉴는 난류, 돼지고기, 토마토, 닭고기등을 조리한 조리기기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김치, 쌀, 고춧가루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송인궁채

매콤한 흑임자 드레싱을 곁들여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즐기는 제주국수 샐러드

바질드레싱과 부라타치즈를 곁들인 카프레제 샐러드
칮

부르고뉴산 와인으로 오랜시간 쪄낸 소고기찜과 홈메이드 브레드

양념된 소고기를 가지로 말아 어향소스로 맛을 낸 사천식 볶음요리

갑오징어, 해삼, 새우, 둥채 등을 잣소스에 볶아내 양상추와 함께 곁들여 먹는 요리



대추호두즙 카푸치노

해산물 제주국수 샐러드

통문어 흑돼지 두루치기 or 흑돼지 왕만두 김치찌개 

45,000원(1인)

CLUB A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커피 or 차

야생버섯 크림스프

망고크림 새우 샐러드

송인궁채

60,000원(1인)

CLUB B

산더미 물갈비 전골 or 편백나무찜과 낙지볶음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커피 or 차

(4인 이상 주문 가능 | 메인메뉴 택 1)

(4인 이상 주문 가능 | 메인메뉴 택 1)

※ 10%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 inclusive of VAT 10% ]

※ 상기 메뉴는 난류, 돼지고기, 토마토, 닭고기등을 조리한 조리기기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김치, 쌀, 고춧가루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LUB SET MENU [클럽세트메뉴]

쑥 크림 스프

갓 구운 홈메이드 브레드

범블비 루프탑 토마토 샐러드

70,000원(1인)

CLUB C

트러플 화이트 라구파스타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

딸기 에클레어

커피 or 차

(4인 이상 주문 가능)

※ 4인 이상 사전 예약 시 주문 가능합니다.



110.(1인)

※ 2시간 전 사전 예약 시 주문 가능합니다.

쑥떡 새우완자

왕새우를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

요거트 라즈베리와 계절과일

※ 10%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 inclusive of VAT 10% ]

※ 상기 메뉴는 난류, 돼지고기, 토마토, 닭고기등을 조리한 조리기기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김치, 쌀, 고춧가루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inning Course

갓 구운 홈메이드 브레드

페스츄리를 곁들인 쥬파디페세

전복을 감싼 김부각

3가지 에피타이져

커피 or 차

(크로크무슈, 송인궁채, 수비드 문어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