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ED BUFFET A

Assorted home baked

하드롤, 소프트롤, 브라운롤

Soft, hard, white and brown rolls
Served with butter
Cold

차가운 음식

Smoked salmon with condiments

훈제연어

Selection of cold cuts

콜드컷

Poached shrimp with cocktail sauce

칵테일새우

Japanese

일식

Salmon sushi

연어초밥 (쌀: 국내산)

Tuna sushi

참치초밥 (쌀: 국내산)

Shrimp sushi

새우초밥 (쌀: 국내산)

Salmon and tuna sashimi

연어와 참치회

Served with pickled ginger, wasabi and soy sauce

와사비, 간장과 일식절임

Soba noodle with chilled soba stock

메밀소바

Courtyard salad bar

샐러드 바

Selection of seasonal salad leaves

샐러드 (3가지)

Cherry tomato, cucumber

체리토마토, 오이

Sweet corn

옥수수

Grated carrots, broccoli

당근, 브로컬리

Olive, pickled cucumber

올리브, 오이피클

Assorted dressings:

다양한 종류의 드레싱

Thousand Island, Caesar

사우전드 아일랜드, 시저드레싱

Balsamic vinaigrette and French dressing

발사믹 비네그렛, 프렌치드레싱

Greek salad

그리스식 샐러드

Potato and green onion salad

감자샐러드

Seafood and vegetable salad

해산물샐러드

Tomato and pasta salad with basil pesto

토마토 파스타 샐러드

Courtyard Seoul Namdaemun

Korean

한식

Assorted Kimchi

김치 (2가지)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Seasonal side dishes

계절반찬 (2가지)

Beef bulgogi

소 불고기 (소고기: 호주산)

Steamed rice

밥 (쌀: 국내산)

Grilled sliver cod and red pepper paste

고추장 소스의 은대구 구이

Chinese

중식

Stir fried chicken and cashew nuts

캐슈넛 닭고기볶음 (닭고기: 브라질산)

Sweet and sour pork

탕수육 (돼지고기: 국내산)

Soup

수프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닭고기: 국내산)

Hot

따뜻한 음식

Seared duck breast with grain mustard sauce

씨겨자 소스의 오리고기 (오리고기: 국내산)

Grilled salmon with herb butter sauce

허브버터 소스의 연어구이

Australian beef casserole

호주산 소고기 캐서롤

Buttered seasonal vegetables

계절야채구이

Mashed potatoes

으깬감자

Fried samosa with yogurt sauce

사모사 튀김과 요구르트소스

Dessert

디저트

Seasonal fruits

계절과일

Assorted cakes

3 종류의 케잌

3 kinds of sweets

3 종류의 달콤한 디저트

Korean rice punch

식혜

Freshly brewed coffee and assorted international teas

갓내린 커피와 다양한 종류의 차

W 73,000

Courtyard Seoul Namdaemun

SEATED BUFFET MENU B

Assorted home baked

하드롤, 소프트롤, 브라운롤

Soft, hard, white and brown rolls
Served with butter
Cold

차가운 음식

Smoked salmon with condiments

훈제연어

Selection of cold cuts

콜드컷

Poached shrimp with cocktail sauce

칵테일새우

Cajun chicken breast

케이준 치킨 (닭고기: 브라질산)

Japanese

일식

Salmon sushi

연어초밥 (쌀: 국내산)

Tuna sushi

참치초밥 (쌀: 국내산)

Shrimp sushi

새우초밥 (쌀: 국내산)

Umpae clam sushi

북방대합조개초밥 (쌀: 국내산)

Assorted sashimi (3 kinds)

생선회 (3가지)

Pickled ginger, wasabi and soy sauce

와사비, 간장과 일식절임

Soba noodle with chilled soba stock

메밀소바

Courtyard salad bar

샐러드바

Selection of seasonal salad leaves

샐러드 (3가지)

Cherry tomato, cucumber

체리토마토, 오이

Sweet corn

옥수수

Grated carrots, broccoli

당근, 브로컬리

Olive, pickled cucumber

올리브, 오이피클

Assorted dressings:

다양한 종류의 드레싱

Thousand Island, Caesar

사우전드 아일랜드, 시저드레싱

Balsamic vinaigrette and French dressing

발사믹 비네그렛, 프렌치드레싱

Tomato and Mozzarella cheese salad

토마토 모짜렐라 샐러드

Asparagus and Korean pear salad

아스파라거스와 배샐러드

Tomato and pasta salad with basil pesto

토마토 파스파샐러드

Artichoke and mushroom salad

아티쵸크 버섯샐러드

Courtyard Seoul Namdaemun

Korean

한식

Assorted Kimchi

김치 (2가지)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Seasonal side dishes (2 kinds)

계절반찬 (2가지)

Mushroom bulgogi

버섯 불고기 (소고기: 호주산)

Korean spicy chicken

매콤한 닭구이 (닭고기: 브라질산)

Steamed rice

밥 (쌀: 국내산)

Korean beef tartar

육회 (소고기: 호주산)

Chinese

중식

Stir fried chicken with cashew nuts

캐슈넛 닭고기볶음 (닭고기: 브라질산)

Sweet and sour pork

탕수육 (돼지고기: 국내산)

Carving

카빙

Roasted beef sirloin (Australian)

소고기 등심구이 (소고기: 호주산)

With port wine sauce

포트와인소스

Baked potato with sour cream

사워크림을 곁들인 감자구이

Soup

수프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닭고기: 국내산)

Hot

따뜻한 음식

Grilled marinated herb chicken

허브향의 닭고기구이 (닭고기: 브라질산)

Baked salmon with sundried tomato

연어구이와 말린 토마토

Roast beef sirloin with mustard sauce

머스터드소스의 소고기 등심 (소고기: 호주산)

Buttered seasonal vegetables

계절야채구이

Roasted potato with rosemary

로즈마리향의 구운감자

Vegetable lasagna

야채 라자냐

Beef shepherd’s pie

소고기 감자파이 (소고기: 호주산)

Fried samosa with yogurt sauce

사모사 튀김과 요거트소스

Dessert

디저트

Seasonal fruits

계절과일

Assorted cakes

3 종류의 케익

4 kinds of sweets

4 종류의 달콤한 디저트

Korean rice punch

식혜

Freshly brewed coffee and assorted international teas

갓 내린 커피와 다양한 종류의 차

W 79,000
Courtyard Seoul Namdaemun

SEATED BUFFET MENU C

Assorted home baked

하드롤, 소프트롤

Soft, hard, white and brown rolls

버터

Served with butter
Cold

차가운 음식

Smoked salmon with condiments

훈제연어

Selection of cold cuts

콜드컷

Poached shrimp with cocktail sauce

칵테일새우

Smoked duck breast with orange

훈제오리 (오리고기: 국내산)

Seared tuna and basil pesto

구운 참치와 바질 페스토

Japanese

일식

Salmon sushi

연어초밥 (쌀: 국내산)

Tuna sushi

참치초밥 (쌀: 국내산)

Shrimp sushi

새우초밥 (쌀: 국내산)

Umpae clam sushi

북방대합조개초밥 (쌀: 국내산)

Assorted sashimi

생선회 (4가지)

Served with pickled ginger, wasabi and soy sauce

와사비, 간장과 일식절임

Soba noodle with chilled soba stock

메밀소바

Courtyard salad bar

샐러드바

Selection of seasonal salad leaves

샐러드 (3가지)

Cherry tomato, cucumber

체리토마토, 오이

Sweet corn

옥수수

Grated carrots, broccoli

당근, 브로컬리

Olive, pickled cucumber

올리브, 오이피클

Assorted dressings:

다양한 종류의 드레싱

Thousand Island, Caesar

사우전드 아일랜드, 시저드레싱

Balsamic vinaigrette and French dressing

발사믹비네그렛, 프렌치드레싱

Thai beef salad

태국식 소고기 샐러드 (소고기: 호주산)

Marinated mushroom salad with herb oil

버섯샐러드

Sweet pumpkin, shrimp and almond salad

단호박, 새우, 아몬드 샐러드

Seafood and pasta salad with citrus dressing

해산물 파스타 샐러드

Asparagus and Korean pear salad

아스파라거스와 배샐러드

Courtyard Seoul Namdaemun

Korean

한식

Assorted Kimchi (2 kinds)

김치 (2가지)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Seasonal side dishes (2 kinds)

계절반찬 (2가지)

Roasted pork belly and red pepper paste

고추장 소스의 삼겹살구이 (돼지고기:국내산)

Grilled LA galbi

LA 갈비구이 (소고기: 미국산)

Grilled soy marinated chicken

닭다리구이 (닭고기: 국내산)

Grilled sliver cod with yuzu sauce

유자소스의 은대구구이

Steamed rice

밥 (쌀: 국내산)

Korean beef tartar

육회 (소고기: 호주산)

Korean glass noodle salad

잡채 (쇠고기: 호주산)

Chinese

중식

Stir fried beef with oyster sauce

굴 소스의 쇠고기볶음 (쇠고기: 호주산)

Fried shrimp with chili sauce

칠리새우

Roasted pork belly with hoisin sauce

구운 삼겹살과 호이신 소스

Soup

수프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 (닭고기: 국내산)

Chinese crab meat soup

중식 게살수프 (닭고기: 국내산)

Carving

카빙

Australian roasted beef rib eye

호주산 꽃등심구이(쇠고기: 호주산)

With mushroom sauce

버섯소스

Baked potato with sour cream

사워크림을 곁들인 감자구이

Hot

따뜻한 음식

Spinach and ricotta cheese cannelloni

시금치 카넬로니

Roasted lamb leg with rosemary sauce

로즈마리 소스의 양고기구이 (양고기:호주산)

Provencal chicken

프로방스식 닭요리 (닭고기: 브라질산)

Seafood casserole

해산물 캐서롤

Buttered seasonal vegetables

계절야채구이

Potato gratin

감자그라탕

Spring roll with sweet chili sauce

스위트 칠리소스와 스프링롤

Beef chopped steak

챂 스테이크 (소고기: 호주산)

Dessert

디저트

Seasonal sliced fruit

계절과일

Assorted cakes

4 종류의 케잌

4 kinds of sweets

4 종류의 달콤한 디저트

Korean rice punch

식혜

Freshly brewed coffee and assorted international teas

갓 내린 커피와 다양한 종류의 차

W 85,000
Courtyard Seoul Namdae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