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getarian   채식주의자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서비스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nack Menu
스낵	메뉴

Garden Salad 
가든	샐러드  15,000                                                                 
Mesclun greens, olives, celery leaf, sun-dried tomato, cucumber, 
lemon vinaigrette
올리브,	연한	샐러리,	말린	토마토,	오이,	레몬	드레싱을	곁들인	야채	샐러드

Chicken Caesar Salad
치킨	시저	샐러드  21,000
Crispy romaine lettuce, bacon, shaved parmesan tossed with 
creamy anchovy dressing, eggs and garlic crackers, 
grilled Cajun spiced chicken  
케이준	닭고기를	곁들인	시저	샐러드	

(닭고기	:	국내산	/	베이컨(돼지고기)	:	미국산)

Smoke Salmon Salad
훈제	연어	샐러드		24,000                                                                                                                                           
Sliced smoked salmon, horseradish cream, red onion-dill salad, 
capers and crusty French baquette
훈제	연어와	양파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Tomato and Buffalo Mozzarella Caprese 
카프레제	샐러드		19,000
Basil pesto, olive oil and aged balsamic vinegar
바질과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를	곁들인	토마토	모짜렐라	샐러드

Crisp Fried Calamari
오징어	튀김		19,000                                                                                                                                           
Saffron and roasted garlic aioli, baby leaves and 
citrus fruit vinaigrette
샤프론과	구운	마늘	아이올리	소스,	어린잎	그리고	비네그레트	드레싱

(오징어	:	국내산)

Yaki Skewer
구운	꼬치요리  33,000
Half dozen grilled skewers with soy bean and teriyaki dipping 
served with a green salad 
Choice of beef and shallots or chicken and leek 
소고기	또는	닭고기	구이	중	선택,	데리야끼와	된장	소스로	만든	일식	야채	샐러드

(소고기	:	호주산	/	닭고기	:	국내산)

Club Sandwich
클럽	샌드위치		21,000																																									
Layers of crispy bacon, grilled chicken breast, fried egg, tomato, 
iceberg lettuce with mayonnaise and steak fries
그릴에	구운	닭	가슴살과	베이컨,	계란	프라이,	토마토,	양상추를	곁들인	

샌드위치와	스테이크	프라이	

(닭고기	:	국내산	/	베이컨(돼지고기)	: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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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메뉴

Fried Chicken Wings
치킨윙		27,000                                         
Fried chicken wings with steak fries
Choice of honey mustard sauce or spicy chili sauce
감자튀김을	곁들인	치킨윙	-	머스타드소스와	칠리소스	중	선택	

(닭고기	:	국내산)

Sheraton Beef Burger 
쉐라톤	소고기	버거		25,000
Char-grilled beef patty with onions, iceberg lettuce, ripe tomato on 
a toasted sesame bun, dill pickles and steak fries
그릴에	구운	소고기	햄버거와	양파,	양상추,	토마토와	스테이크	프라이

(소고기	:	호주산)

Spaghetti Bolognese
스파게티와	볼로네즈	소스		22,000
Traditional Italian meat sauce with beef, pork and 
parmesan shavings
이탈리아	전통	고기	소스에	파마산	치즈	

(소고기	:	호주산)

Dry Snack Platter
말린	햄,	허브에	절인	올리브와	페타	치즈,	말린	키위와	소고기	
육포	그리고	호두로	만든	곶감	36,000   
Air dried ham, herbs marinated olives with feta cheese, dried kiwi, 
fruit, beef jerky and dried persimmon rolled with walnuts

(살라미(돼지고기)	:	미국	/	초리초(돼지고기)	:	스페인)
(육포(우정육)	:	수입산)

Cheese Platter
치즈	플래터  31,000
Camembert, gorgonzola, emmental, goat cheeses served with 
dried fruits, assorted nuts and toasted bread
까망베르,	고르곤	졸라,	에멘탈,	고트치즈와	말린	과일,	포도	그리고	토스트빵

Seasonal Fresh Fruit Platter 
신선한	계절	과일  38,000
Selection of seasonal fruit drizzled, yogurt d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