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bby Lounge.Bar

Sheraton Seoul D Cube City Hotel
662 Gyeongin-ro, Guro-gu, Seoul 08209 South Korea

+82 2-2211-2000



LLB Membership Blue
6 Month / KRW 600,000

Black
1 Year / KRW 1,200,000

Lobby Lounge.Bar Benefit
로비 라운지.바 혜택

1 Bottle of Ballantine’s 12 years 
발렌타인 12년산 1병 

1 Bottle of Macallan 12 years 
맥캘란 12년산 1병 

1 Bottle of Moët & Chandon Imperial Brut
모엣 & 샹동 임페리얼 브뤼 1병 

3 Kinds of Bits and Bites — 
Fruit Platter, Cheese Board, 
Assorted Saussage
3 종류의 안주 — 모듬 과일, 치즈보드, 모듬 소세지

Lobby Lounge.Bar Benefit
로비 라운지.바 혜택

1 Bottle of Ballantine’s 17 years 
발렌타인 17년산 1병 

1 Bottle of Macallan 12 years 
맥캘란 12년산 1병 

1 Bottle of Moët & Chandon Imperial Brut
모엣 & 샹동 임페리얼 브뤼 1병 

1 Bottle of Johnie Walker Black
조니 워커 블랙 1병

1 Bottle of Jack Daniels
잭 다니엘스 1병

3 Kinds of Bits and Bites — 
Fruit Platter, Cheese Board, 
Assorted Saussage 
3 종류의 안주 — 모듬 과일, 치즈보드, 모듬 소세지

Membership Previleges
멤버 특전

20% Food and beverage discount at 
Feast and Lobby Lounge.Bar
피스트, 로비 라운지.바 식음료 20% 할인

*Excluding offer invalidates party of
9 or more
*9인 이상 할인 불가

Discount at Banquet
연회 행사 5% 할인

Membership Previleges
멤버 특전

20% Food and beverage discount at 
Feast and Lobby Lounge.Bar
피스트, 로비 라운지.바 식음료 20% 할인

*Excluding offer invalidates party of 9
or more

*9인 이상 할인 불가

Discount at Banquet
연회 행사 5% 할인

A Lobby Lounge.Bar Membership brings you amazing privileges with exclusive 
member-only benefits designed to enrich your experience while enjoy our food 
& beverage outlet at our hotel depending on your card.

로비 라운지.바에서 제안하는 매력적인 구성의 LLB 멤버십으로 다양한 혜택을 경험해 보십시오. 

멤버십 등급에 따라 로비 라운지.바의 다양한 주류와 안주 메뉴 그리고 식음료 할인 등이 포함된 

특전을 제공합니다.



Coffee

Tea By Ronnefeldt

Soft Drink

Juice

Espresso, Café Americano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Espresso Macchiato, Cappuccino, Café Latte
Café Mocha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카푸치노, 카페라떼, 카페모카

Hot Chocolate
핫 초콜렛

English Breakfast, Earl Grey, Irish Whiskey-Cream, 
Shangrila, Vanille, Ceylon Decaffeinated
잉글리쉬 블랙퍼스트, 얼 그레이, 아이리쉬 위스키 크림, 샹그릴라, 

바닐레, 실론 디카페인

HERBAL INFUSION

Fruity Camomile, Peppermint, Vanilla Rooibos, 
Herbs & Ginger, Lavender Harmony
카모마일, 페퍼민트, 바닐라 루이보스, 허브 앤 진저, 라벤더 하모니

FRUIT INFUSION

Raspberry Royal, Tangy Lemon, Strawberry & Cream, 
Almond Dreams, Plum & Cinnamon, Vital Grapefruit
라즈베리 로얄, 텐지 레몬, 스트로베리 & 크림, 아몬드 드림, 

플럼 앤 시나몬, 바이탈 그레이프룻

Pepsi, Mountain Dew, Chilsung Cider
펩시, 마운틴 듀, 칠성사이다

Ginger Ale, Club Soda, Tonic Water
진저에일, 클럽소다, 토닉워터

Orange, Grapefruit, Kiwi, Tomato
오렌지, 자몽, 키위, 토마토

KRW 11,000

 KRW 13,200

KRW 13,200

KRW 13,200

KRW 13,200

*Iced coffee and tea are available.
*커피와 차는 차갑게도 드실 수 있습니다.

*Paper straw is offered with drinks
*음료 주문 시 종이 빨대가 제공됩니다.

Water

Aqua Panna 500ml
아쿠아 판나

Evian 500ml
에비앙

San Pellegrino 500ml
산 펠레그리노

Perrier 330ml
페리에

STILL MINERAL

BLACK TEA

SPARKLING MINERAL

KRW 11,000

KRW 8,800

KRW 13,200

KRW 11,000

KRW 8,800



Beer Bottled

Asahi, Corona, Guiness, Heineken, Hoegaarden
아사히, 코로나, 기네스, 하이네켄, 호가든

KRW 16,500

Signature Cocktails

Classic Cocktails

Tiki Taka
티키 타카

Bacardi white, peach liqueur, lemon juice, pineapple juice, 
fresh mint, agave syrup

Strawberry Dream
스트로베리 드림

Martini dry, strawberry puree, orange juice

D Cube Drama
디큐브 드라마

Absolut vodka, fresh grape, peach liqueur, lemon juice, cider

Sangria
샹그리아

Red wine, antica formula, lime, lemon, orange, grapefruit 

Margarita
마가리타

Olmeca, cointreau, lemon juice, syrup

Cosmopolitan
코스모폴리탄

Absolut vodka, cointreau, lemon juice, cranberry juice

Black Russian
블랙 러시안

Absolut vodka, kahlua

Espresso Martini
에스프레소 마티니

Absolut vodka, a shot of espresso, cacao liqueur

Apple Martini
애플 마티니

Absolut vodka, cointreau, apple liqueur, lemon juice

Pina Colada
피나 콜라다

Malibu, pinamix, pinapple juice

Mojito
모히토

White rum, fresh mint, fresh lime, club soda

KRW 16,500

KRW 16,500

Non-Alcoholic

Peach Crush
피치크러쉬

Peach syrup, lemon juice, cranberry juice, grapefruit juice

Pina Colada Non Alcohol
피나콜라다

Pineapple juice, orange juice, lemon juice, pina mix

Bora-Bora
보라보라

Pineapple juice, lemon juice, passion syrup, granadine syrup

Flamingo
플라밍고

Cranberry juice, lemon juice, orange juice, cider

Mangorange
망고렌지

Frozen mango, orange juice, mango syrup, rose syrup, 
passion fruit syrup

Mojito Non Alcohol
모히토

Fresh lime, fresh mint, agave syrup, cider

KRW 16,500

*Customized cocktail is available upon your request.
*원하시는 칵테일을 말씀해 주시면 만들어 드립니다.

*Paper straw is offered with drinks.
*음료 주문 시 종이 빨대가 제공됩니다.



Afternoon Tea Set
애프터눈 티 세트

*2 Choices of drink / 음료 2잔 선택

Afternoon Tea Set with Moet & Chandon (1 bottle)
애프터눈 티 세트와 모엣 샹동 1병

Afternoon Tea Set

2:00PM–6:00PM, Everyday

Loose Tea Selection
티 셀렉션

Coffee
커피

BLACK TEA
English Breakfast, Earl Grey, 
Irish Whiskey-Cream, Shangrila, 
Vanille, Ceylon Decaffeinated
잉글리쉬 블랙퍼스트, 얼 그레이, 
아이리쉬 위스키 크림, 샹그릴라, 바닐레, 
실론 디카페인

HERBAL INFUSION
Fruity Camomile, Peppermint, 
Vanilla Rooibos, Herbs & Ginger, 
Lavender Harmony
카모마일, 페퍼민트, 바닐라 루이보스, 
허브 앤 진저, 라벤더 하모니

FRUIT INFUSION
Raspberry Royal, Tangy Lemon, 
Strawberry & Cream, Almond Dreams, 
Plum & Cinnamon, Vital Grapefruit
라즈베리 로얄, 텐지 레몬, 스트로베리 & 크림, 
아몬드 드림, 플럼 앤 시나몬, 바이탈 그레이프룻

AMERICANO
아메리카노

CAFE LATTE
카페라떼

CAPPUCCINO
카푸치노

KRW 38,000
(Weekday / 주중) 

KRW 48,000
(Weekends & Public Holidays / 주말 및 공휴일)  

KRW 130,000

*Above menu may change to reflect seasonality.
*메뉴 구성은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rice includes 10% of tax.
*상기 가격은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bove menu can not be applied any other discounts.
*상기 메뉴는 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ake out is not available.
*포장 불가 상품입니다.

*Paper straw is offered with drinks.
*음료 주문 시 종이 빨대가 제공됩니다.

Food

SMALL PLATTER

Baked Brie Cheese / D, N, W
구운 브리 치즈

Nuts, dried fruits, honey, bread
견과류, 건과일, 꿀, 빵 

KRW 12,000

Parma Ham / D, P
파르마 햄(돼지고기: 이태리산)

Melon, parmesan cheese
멜론, 파마산 치즈 

KRW 12,000

Smoked Salmon / F
훈제연어

Water cress, yuzu
물냉이, 유자 

KRW 12,000

D  Dairy / E  Eggs / F  Fish / N  Nuts / P  Pork / S  Soy / SF  Shell Fish / W  Wheat / V  Vegetarian / H  Healthy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let us know prior to order.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eraton Seoul D Cube City Hotel offers local produced chicken, rice, cabbage and chili powder.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는 국내산 닭고기, 쌀, 배추와 고춧가루를 사용합니다.

*Halal certificated beef, lamb and chicken are available upon your request.
*요청 시, 할랄 인증된 육류(소고기: 호주산, 양고기: 호주산)와 닭고기(닭고기:브라질산)로 준비해드립니다.



Caesar Salad / D, E, H
시저 샐러드

Grated parmesan cheese and croutons
파마산 치즈, 크루통 

KRW 16,500

Extra Topping
토핑 추가

A choice of grilled chicken or prawns
구운 새우, 닭고기 중 선택 

KRW 22,000 

Antipasti Platter / P
안티파스티 플레터

Marinated tomatoes, grilled vegetables, assorted olives, 
mushroom, salami
절인 토마토, 그릴야채, 올리브, 버섯, 살리미(돼지고기:국내산) 

KRW 16,500

Beef Brisket Salad / S
차돌박이(소고기:미국산) 샐러드

Lettuce, bean sprouts, spring onion
양상추, 숙주, 쪽파 

KRW 22,000

Korean Fried Chicken
후라이드 치킨

Red chili and garlic
레드칠리, 마늘 

KRW 22,000

Assorted Sausages / D, P 
모듬 소시지(돼지고기:국내산)

French fries, mixed salad, mustard
감자튀김, 샐러드, 머스타드소스 

KRW 27,500

Margherita / D, V
마가리타 피자

Mozzarella cheese, tomato sauce and basil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소스, 바질 

KRW 22,000 

Beef Burger / D, E, P, W
비프 버거(소고기:호주산)

Beef patty, sesame bun, onion, lettuce, tomato, cheese and bacon
구운 호주산 소고기(소고기:호주산), 참깨 번, 양파, 상추, 토마토, 치즈,

베이컨(돼지고기:미국산) 

KRW 22,000

Club Sandwich / D, E, P, W
클럽 샌드위치

Chicken, white toast, tomato, lettuce, bacon and egg
구운 닭 가슴살, 토스트, 토마토, 상추, 베이컨(돼지고기:미국산), 계란 후라이 

KRW 17,600

Cheese Board / D, N
치즈 보드

Assorted nuts and dried fruits
모듬 견과류, 건과일 

KRW 33,000

Fruit Platter / V
과일 플래터

Selected seasonal fruits
계절 과일 

KRW 33,000

Ice Cream / D, E
아이스크림

Selected of ice cream by the scoop
아이스크림 종류 선택 가능 

KRW 7,700

D  Dairy / E  Eggs / F  Fish / N  Nuts / P  Pork / S  Soy / SF  Shell Fish / W  Wheat / V  Vegetarian / H  Healthy

*If you have any concerns regarding food allergies, please let us know prior to order.
*음식과 관련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eraton Seoul D Cube City Hotel offers local produced chicken, rice, cabbage and chili powder.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는 국내산 닭고기, 쌀, 배추와 고춧가루를 사용합니다.

*Halal certificated beef, lamb and chicken are available upon your request.
*요청 시, 할랄 인증된 육류(소고기: 호주산, 양고기: 호주산)와 닭고기(닭고기:브라질산)로 준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