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ING BUFFET MENU A
하드롤과 소프트롤, 브라운롤

Assorted freshly baked
Soft, hard, white and brown rolls
Served with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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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

차가운 음식

Fresh Mozzarella salad with balsamic sauce

발사믹 소스의 모짜렐라 샐러드

Cajun chicken and Caesar salad

케이준 치킨과 시저 샐러드 (닭고기: 브라질산)

Poached shrimp with washabi cream sauce

새우와 와사비 크림

Smoked salmon and cream cheese sandwich

훈제연어와 크림치즈 샌드위치

Thai beef salad

태국식 소고기샐러드 (소고기: 호주산)

Salmon sushi and shrimp sushi

연어초밥과 새우초밥 (쌀: 국내산)

With pickled ginger, wasabi and soya sauce

와사비, 간장과 일식절임

Hot

뜨거운 음식

Spinach and ricotta cheese cannelloni

시금치 카넬로니

Teriyaki beef skewer

소고기 데리야끼 꼬치 (소고기: 호주산)

Chicken curry puff with mint sauce

치킨 커리 파이와 민트소스

Fish cake with lemon yogurt sauce

생선 케이크와 레몬 요거트소스

Chicken satay with peanut sauce

닭고기 꼬치와 땅콩 소스 (닭고기: 브라질산)

Spring roll with sweet chili sauce

스프링롤과 스윗칠리

Fried salmon with tartar sauce

연어튀김과 타르타르소스

Dessert

디저트

Sea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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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0
Courtyard Seoul Namdaemun

STANDING BUFFET B

Assorted freshly baked
Soft, hard, white and brown rolls
Served with butter

하드롤과 소프트롤, 브라운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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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

차가운 음식

Poached shrimp with cocktail sauce

새우와 칵테일 소스

Smoked salmon and pickled ginger roll

훈제연어 생강 절임 롤

Tuna carpaccio

참치 카르파초

Prosciutto, ruccola and Parmesan cheese

프로슈토를 곁들인 루꼴라 샐러드

Artichoke, onion and shitake mushroom salad

아티초크, 표고버섯 샐러드

Potato and bacon salad

감자 베이컨 샐러드

Thai beef salad

태국식 소고기 샐러드 (소고기: 호주산)

Salmon sushi, shrimp sushi and tuna sushi

연어초밥, 새우초밥, 참치초밥 (쌀: 국내산)

With pickled ginger, wasabi and soya sauce

와사비, 간장과 일식 절임

Dim sum

딤섬

3 kinds of dim sum

3 가지 딤섬

With sweet chili sauce and soy sauce

스위트 칠리소스와 간장

Courtyard Seoul Namdaemun

Hot

뜨거운 음식

Seafood casserole

해산물 캐서롤

Fried Cajun chicken with sweet chili sauce

프라이드 케이준 치킨 (닭고기: 브라질산)

Bacon and potato cake

베이컨 감자 케이크

Spinach and salmon puff pastry

연어 시금치 파이

Rosemary marinated lamb skewer

로즈마리 양꼬치 (양고기: 호주산)

Tomato, onions and capsicum pissaladiere

토마토, 양파, 피망 피살라디에르

Beef skewer with blue cheese sauce

소고기꼬치와 블루치즈 소스 (소고기: 호주산)

Spinach and ricotta cheese cannelloni

시금치 카넬로니

Dessert

디저트

Sea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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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0

Courtyard Seoul Namdae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