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도다리 쑥국
단백질이 풍부한 봄철 최고 보양식

(계절 한정 메뉴)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제공되는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활전복 갈비찜 정식

자양강장에 좋은 완도산 전복과 부드러운 갈비찜 정찬

한우보양 우족탕

한우 반골과 족을 푹 고아 만든 보양식 우족탕 반상

황제 짬뽕

봄나물의 으뜸인 두릅과 전복 가리비등 진귀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백짬뽕

김치 소고기 볶음밥

소고기 김치 볶음밥과 계절 샐러드

우족, 반골, 스지,  활전복, 도다리, 쭈꾸미, 소고기 구이용 - 국내산 | 소갈비, 소고기 - 미주산 | 꽃게, 바지락, 오징어 - 중국산

가리비 - 수입산 | 새우, 백합 - 베트남산

※ 금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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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 뚝배기

신선한 해물을 얼큰하게 끓여낸 해물탕

한우 특선 모듬구이(4인기준)

육질이 담백한 엄선된 한우구이와 토종 된장찌개
반상이 제공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제공되는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우 특선 모듬구이(4인기준)

육질이 담백한 엄선된 한우구이와 토종 된장찌개 반상이 제공됩니다.

※ 금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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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프의 맛과 서빙이 함께 제공됩니다.

쭈꾸미, 전복 - 국내산 | 새우, 갑오징어 - 베트남산 | 소고기 - 미국산 | 누룽지 - 중국산



A  LA  CARTE

금사오룡

귀한 해삼과 다진 새우살이 들어간 고급 중식 메뉴

쭈꾸미 두릅 초회

싱싱한 쭈꾸미와 제철맞은 두릅의 환상의 조합

(계절 한정 메뉴)

대추소스 한우 안심 찹 스테이크

국내산 대추를 3일간 정성껏 달여만든 특제 대추소스와
부드러운 안심을 알맞게 조화시킨 요리

해물 누룽지탕

각종 해산물과 야채 소스를 튀긴 누룽지에
부어먹는 광동식 중화요리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제공되는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쉐 프 요 리 특 선 

불고기 버섯 전골

카프레제 샐러드 + 불고기 버섯전골 + 후식 

닭갈비 정식

찹쌀탕수육 + 닭갈비 정식 + 후식 

메로 매운탕

피자 + 유린기 + 메로매운탕 + 후식 

소고기 - 미국산 | 돈육, 닭다리살 - 국내산 | 메로 - 칠레산

※ 금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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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식사)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제공되는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메로 매운탕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메로를 얼큰하게 끓여낸 메로 매운탕



엄선된 이탈리안 모듬 전체 요리

양송이 크림스프

소고기, 프로슈토햄 - 미주산 | 새우 - 베트남산 | 훈제연어 - 노르웨이산

※ 금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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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인 안심 또는 등심 스테이크

신선한 계절과일과 치즈케익

CLUB  SPECIAL 

Appetizer

Soup

Steak

Dessert

 Co�ee & Tea

꽃게 오일로 맛을 낸 새우 파스타

Pasta



찹 스테이크 피자
직접 만든 도우에 블랙빈 소스로 맛을 낸 찹스테이크가 얹어진
맥주 안성맞춤 메뉴

PIZZA



Pasta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제공되는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메로 - 칠레산 | 소고기 - 미국산

※ 금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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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zza
Bakery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제공되는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콤 할라피뇨 메로 파스타

매콤한 할라피뇨와 부드러운 생선인 메로 파스타의 신세계

토마토 해산물 파스타

이탈리안 정통 해물 토마토 스파게티

시그니처 더블치즈버거

육즙이 풍부한 패티와 체다치즈 향이 일품인 레이캐슬 시그니처 버거



에스프레소Espresso

Americano 

Co�ee & Beverage

아메리카노

Tea

Co�ee & Beverage

카페라떼Café Latte 

Cappuccino 카푸치노

Caramel Macchiato 카라멜 마끼야또

바닐라 라떼Vanilla Latte 

카페 모카Café Mocha 

녹차 라떼Green Tea Latte 

Chocolate Latte  초코 라떼

Sweet Potato Latte 고구마 라떼

생과일 쥬스 Fresh Juice 

그린티Green Tea 

Lemon Tea 레몬티

Chamomile 캐모마일

과일&허브 티Fruit & Herb Tea 

청포도 에이드Green grape Ade 

히비스커스 에이드Hibiscus Ade



BEER

에딩거 (DRAFT)Erdinger

Blanc (1664) 블랑(1664) (DRAFT)

Terra 테라

호가든 or (DRAFT)Hoegaarden 

화요 25도Hwayo 25° 

Hwayo 41° 화요 41도

Golden Blue 20y 골든 블루 20년

조니워커 블루Johnnie Walker Blue 

글렌피딕 21년Glenfiddich 21y

하이네켄Heineken 

기네스Guinness 



WINE

샤또 딸보Chateau Talbot

Chateau pey la tour

Louis Latour, Pinot Noir

France

루이 라뚜르 피노 누아

샤또 뻬이 라뚜르 리저브 보르도

바롤로 캄페Barolo Campe

Balbi Soprani, Barolo

Peppoli Chianti Classico

ltaly

페폴리 끼안티 클라시코

발비 소프라니 바롤로

타라파카 그란 레세르바 까베르네 쇼비뇽Tarapaca, Gran Reserva C/S

Montes Alpha C/S

Viu Manent Reserva C/S

Chile

뷰 마넨 레세르바 까베르네 쇼비뇽

몬테스 알파 까베르네 쇼비뇽

실버오크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Silver Oak Napa Valley C/S

Robert Mondavi Napa Valley C/S

Kendall Jackson Vintner’s Reserve C/S

America

켄달 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까베르네 쇼비뇽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끌로 드 로스 씨에떼Clos de los Siete

Argentina

숀 클락 테라 바로사 쉬라즈Thorn Clarke Terra Barossa Shiraz

Australia



WINE

타라파카 그란 레세르바 샤도네이Tarapaca Gran Reserva Chardonnay

Balbi Soprani, Moscato d'Asti 

White Wine

발비 소프라니 모스카토 다스티

돔 페리뇽Dom Perignon 

Moet&Chandon

Henkell Trocken

Champagne

헨켈 트로켄

모엣샹동

뷰 마넨 레세르바 까베르네 쇼비뇽Viu Manent Reserva C/S

Geyser Peak Chardonnay

House Wine

가이서픽 샤르도네

Geyser Peak Chardonnay 가이서픽 샤르도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