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 한우특선 대갈비 200g
Selected Cut of Hanwoo Beef Short Rib 
韓牛特選大カルビ  | 韩牛精选大排骨

국내산 한우특선 양념 대갈비 200g
Selected Cut of Marinated Hanwoo Beef Short Rib 
韓牛特選味付け大カルビ  | 韩牛精选调味大排骨

국내산 한우 꽃등심 130g
Hanwoo Beef Rib Eye 
韓牛霜降ロ-ス  | 韩牛肋眼肉

국내산 한우 양념갈비 200g
Marinated Hanwoo Beef Short Ribs 
韓牛味付けカルビ  | 韩牛调味排骨

미국산 생갈비 200g
Beef Short Ribs 
米国産生カルビ  | 美国产鲜牛排

미국산 양념갈비 200g
Marinated Beef Short Ribs 
米国産味付けカルビ  | 美国产调味排骨

국내산 한우 등심 불고기 200g
Bulgogi-Sliced Hanwoo Beef Sirloin Marinated in Soy Sauce
韓牛ロ-スブルコギ  | 韩牛烤牛里脊 

1人分   ￦ 98,000

1人分  ￦ 98,000

1人分  ￦ 73,000

1人分  ￦ 55,000

1人分  ￦ 42,000

1人分  ￦ 40,000

1人分  ￦ 45,000

(100g)  ￦ 49,000

(100g)  ￦ 49,000

(100g)  ￦ 56,154

(100g)  ￦ 27,500

(100g)  ￦ 21,000

(100g)  ￦ 20,000

(100g) ￦ 22,500

구 이
Grill

구이류 이용 시 냉면 12,000원, 비빔밥 10,000, 된장찌개 6,000원에 제공 가능합니다.

If you may order above menu, you may try the cold buckwheat noodle at 12,000, Bibimbap at 10,000, and soybean paste stew at 6,000.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위 메뉴는 신선한 재료의 사용을 위해 계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me menu can be changed in every season.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상기메뉴는 주중에만 가능합니다.

The menu is only available during the week.

한정 수량 판매로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Pre-booking is required with limited quantity sales.

캐슬 멤버쉽, 제휴카드 등 중복할인 불가 합니다.

Duplicate discounts such as Castle membership and affiliate cards are not allowed.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상기 메뉴에는 식사(된장찌개 또는 냉면)가 제공됩니다.
This menu is inclusive of meal. (Soybean Soup, Bibimbap or Cold Buckwheat Noodle)

한우구이 정식차림
Table D' Hôte

해산물 정식
(꽃등심, 안창살) 150g, 전복 80g
Hanwoo Beef, Seafood Salad & Seared Abalone Set
韓牛燒き物と海産物  | 韩牛烤肉和海鲜套餐

모둠 정식
조리장이 선별한 신선한 한우 모둠 150g
Chef Selected Special Parts of Hanwoo Beef Set 
韓牛盛り合わせ  | 韩牛烤肉拼盘套餐

양념갈비 정식 
한우양념갈비 200g
Marinated Hanwoo Beef Ribs Set
韓牛味付けカルビ  | 韩牛调味排骨烤肉套餐

1人分   ￦ 95,000

1人分   ￦ 75,000

1人分   ￦ 67,000

1人分   ￦ 40,000

Special Menu
특선 메뉴

국내산 한우 곱창 전골 70g
Spicy Hanwoo Beef  Tripe Stew (Korean)
韓牛コツチャンチョンゴル  | 韩牛肠火锅(韓国産)
육수(쇠고기:국내산 한우) 

상기 메뉴는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Above menu requires a minimum order of two.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식 사 
Rice, Soup & Noodle

평양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Pyeongyang Cold Buckwheat Noodles or 
Spicy Buckwheat Noodles
ピョンヤン冷麵  | 平壤冷面
육수(쇠고기: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고명(쇠고기:국내산 한우)

국내산 한우 우거지 갈비탕  
Asian Cabbage and Hanwoo Beef Short Rib Soup
韓牛ウゴジカルビス-プ  | 韩牛干白菜排骨汤
육수(쇠고기:국내산 한우)

국내산 한우 갈비탕
Hanwoo Beef Short Rib Soup
ハヌガルビタン  | 韩牛排骨汤 

한방갈비찜 200g
Braised Short Ribs
ハンバンカルビチム  | 韩方炖牛排骨
쇠고기(미국산)   
  

1人分   ￦ 15,000

1人分   ￦ 25,000

1人分   ￦ 34,000

한정판매  1人分   ￦ 33,000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위 메뉴는 신선한 재료의 사용을 위해 계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me menu can be changed in every season.

하절기 제외  ￦ 38,000

￦ 25,000

￦ 30,000

국내산 한우 육회 150g
Hanwoo Beef Tartare
ユッケ  | 生拌牛肉

해물파전  
Seafood and Green Onion Pancake
海鮮とねぎのチヂミ | 海鲜葱煎饼
오징어(국내산)

낙지볶음   
Stir-fried Octopus
テナガダコ炒め  | 辣炒章鱼
낙지(중국산)

 (100g) ￦ 25,334

일품요리 
A La Carte



1人分   ￦ 38,000

1人分   ￦ 25,000

1人分   ￦ 22,000

1人分   ￦ 25,000

등심 불고기와 평양냉면 180g
Beef Bulgogi and Cold Buckwheat Noodle 
焼き肉と冷麵  | 烤肉和冷面

쇠고기(미국산)

봄나물 비빔밥
Spring Vegetables Bibimbab
ポムナムルビビンバ  | 春菜拌饭

국내산 한우 뚝배기 불고기 반상
Hanwoo Beef Bulgogi Hot Pot 
トゥッペギブルゴギ  | 砂锅烤牛肉(韩国産)

해물 순두부찌개 반상
Seafood and Soft Bean Curd Hot Pot Stew 
ヘムルスンドゥブチゲ  | 海鲜嫩豆腐锅
꽃게(국내산), 두부(콩:국내산)

국내산 한우 육개장 반상
Spicy Hanwoo Beef Soup
韓牛ユッケジャン / 韓牛香辣牛肉汤
양지 (쇠고기 : 국내산 한우)

* 상기 메뉴는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Above menu requires a minimum order of two.
    2人前以上ご注文かのうです。 |  2个人以上可点菜。

주중 점심메뉴 
Weekday Lunch Special Menu

1人分   ￦ 26,000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공휴일 제외 한 주중 평일 점심만 가능합니다.

Weekdays Lunch Only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위 메뉴는 신선한 재료의 사용을 위해 계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me menu can be changed in every season.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음 료 
Beverage

25°375ml

23°375ml

25°375ml

25°375ml

360ml

15°375ml

13° 375m  

7.5°750ml

 
330ml

370ml

260ml

190ml

236ml

500ml

￦ 35,000

￦ 40,000

￦ 35,000

￦ 25,000

￦ 10,000

￦ 25,000

￦ 20,000

￦ 10,000

￦ 10,000

￦ 13,000

￦ 10,000

￦ 6,000

￦ 6,000

￦ 9,000

￦ 8,500

소  주 Soju

일품진로1924 
Ilpoom JINRO 1924  

문배술
Munbaesool  

화요
Hwayo  

서울의 밤
Night in Seoul

참이슬, 처음처럼, 진로이즈백
Chamisul, Chum-Churum, Jinro

복분자 Bok Bun Ja

매실원주 Plum Liqueur

막걸리 Makgeolli   

맥주 Beer(Terra , Cass, Kloud)

수제 생맥주 Craft Beer(Draft)   

주스 Juice  

콜라 Coke

사이다 Cider   

미네랄 워터 Mineral Water   

경동 토닉 Kyung Dong Tonic 



Chateau Les Graves de Viaud, Cotes de Bourg 2015
샤또 레 그라브 드 비오, 꼬뜨 드 부르

Vosne Romanee, Aux Brulees, Domaine Michel Gros 2009
본 로마네, 오 브룰레, 도멘느 미셀 그로

Mercurey, Clos des Myglands, Domaine Faiveley 2014
메르큐레, 끌로 데 미그랑, 고멘 페블레

Hautes Cotes de Nuits, Les Dames de Vergy, Domaine Dominique Guyon 2016
오뜨 꼬뜨 드 뉘, 레 담 드 베르지, 도멘 도미니크 귀용

Cotes de Rhone, St Esprit, Delas 2017
꼬뜨 뒤 론, 쌩테스프리, 드라

Barbera d’Asti, Sabri, Batasiolo 2017
바르베라 다스티, 자브리, 바타지오로

Pinot Noir, Cavit 2015
피노 느와, 카빗

Chianti Classico, Castellare 2018
끼안티 클라시코, 카스텔라레

Monte Antico, Empson 2014
몬테 안티코, 엠손

Don Camillo, Fantini 2017
돈 카밀로, 판티니

Pinot Noir, Evolution, Willamette Valley, Sokol Blosser 2018
피노 느와, 이볼루션, 윌라멧 밸리, 소콜 브로서

Pinot Noir, Sonoma Coast, Williams Selyem 2012
피노 느와, 소노마 코스트, 윌리암 셀럼

Cabernet Sauvignon, Reserva, Perez Cruz 2016
카버넷 소비뇽, 레세르바, 페레즈 쿠루즈

Cremant de Bourgogne, Vignerons de Buxy, Brut 375ml NV
크레망 드 부르고뉴, 비네롱 드 북시, 브룻

Prosecco, Garbel, Adami, Brut NV
프로세코, 가르벨, 아다미, 브룻

Cava, Reserva, Roger Goulart, Brut 2016
카바, 레세르바, 로저 구라트, 브릇

Delicate Red Wine



연 향
YeonHyang

￦ 92,000

건강죽   Healthy Porridge

お粥  | 健康粥

한우 불고기 샐러드  Hanwoo Bulgogi Salad

ハヌブルゴギサラダ  | 烤韩牛肉沙拉
쇠고기(국내산 한우)

활소라 겨자채  Frash Shell with mustard salad

生サザエキョジャチェ  | 活蝾螺芥末汁冷盘

전유화  Assorted Pan-fried Delicacies

煎油花  | 宮廷式煎餅

완도 전복 구이와 곁들임 채소  Grilled Abalones and Vegetables

野菜を添えたあわび  | 烤鲍鱼和菜蔬

약선 갈비찜  Deluxe Braised Oriental Medicine Beef Ribs

薬膳のカルビの蒸し物  | 药膳炖牛排骨
쇠고기(미국산)

애호박 낙지 볶음  Stir-fried Octopus with a Zucchini

エホバクナクチボクム  | 西葫芦炒章鱼
낙지(중국산)

된장찌개와 진지  Soybean Paste Stew and Steamed Rice

テンジャンチゲとお食事  | 大酱汤, 饭食
두부:콩(외국산)

신선한 과일과 차  Fresh Fruits and Tea

新鮮な果物と茶   | 鲜果

주말과 공휴일만 가능합니다. 
Only weekeands and holidays are allowed.

상기 메뉴는 3일전에 예약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You can set the menu three days before the reservation date.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상기 메뉴는 신선한 재료의 사용을 위해 계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me menu can be changed in every season.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채식 상차림
Vegetarian Set Menu

￦88,000

건강죽   Healthy Porridge

お粥  | 健康粥

신선한 야채과일 샐러드  Fresh Vegetables and Fruit Salad

新鮮な野菜と果物のサラダ  | 蔬菜水果沙拉

버섯잡채  Glass Noodles with Sauteed Mushrooms

キノコチャプチェ  | 蘑菇杂菜

삼색전  Three-Colored Assorted Pan-Fried Food

三色チヂミ  | 三色饼

간장소스를 곁들인 삼색묵  Three-Colored Acorn Jelly with Soy Sauce

ソイソースを添えた三色こんにゃく  | 酱油沙司 三色凉粉

건가지야채볶음  Stir-Fried Vegetables and Dried Eggplant

乾かしたナス入りの野菜炒め  | 干茄子 炒蔬菜

모듬버섯구이  Grilled Assorted Mushrooms

きのこ焼きの盛り合わせ  | 烤蘑菇拼盘

서리태 두부부침  Grilled Blackbean Tofu

黒豆 豆腐チヂミ  | 豆腐饼
두부:콩(외국산)

비빔밥과 된장조치  Bibimbap and Soybean Paste Stew

ビビンバとテンジャンチゲ  | 拌饭和香浓大酱汤

계절과일과 차  Seasonal Fruits and Tea

季節の果物と茶   | 时令水果和茶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상기 메뉴는 3일전에 예약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You can set the menu three days before the reservation date.

모든 금액에는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rates include 10% VAT.

상기 메뉴는 신선한 재료의 사용을 위해 계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me menu can be changed in every sea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