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nset Salad / 日落沙拉 / 선셋 샐러드  RM18.00
A mélange of vibrant Kinabalu highland lettuce, 
capsicum homemade sundried tomatoes,
candied walnut, olive & tossed with honey mustard dressing
高原莴苣，西红柿，核桃，橄榄，加蜂蜜芥末酱
활기넘치는 z두,  올리브 그리고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으로 버무린 샐러드

Garden Salad / 田园沙拉 / 야채 샐러드  RM17.00
An assortment of green lettuce with cherry tomatoes, 
cucumber, onion, and capsicum in Chef’s dressing
什锦生菜，樱桃西红柿，黄瓜，洋葱搭配主厨沙拉
셰프의 드레싱에 방울토마토, 오이, 양파 그리고 캐시컴이 
들어간 다양한 녹색 양상추 샐러드

Nexus Spicy Seafood Soup / 佳蓝文莱辣海鲜汤 / 
넥서스 스파이시 해산물 수프 RM19.00
Fresh seafood with local spices and sea asparagus
新鲜海鲜搭配当地辣椒及西洋芦笋
로컬 스파이시와 로컬 바다 아스파라거스가 들어간 신선한 해산물

Roasted Tomato Soup / 烤蕃茄汤 / 구운 토마토 수프 RM17.00
Creamy tomato soup served with bread stick and chopped local Basil
奶油番茄浓汤搭配面包棒及当地的罗勒碎片
막대 빵과 잘게 썬 로컬 바질이 들어간 크리미 토마토 수프

Soup of the Day / 当日例汤 / 오늘의 수프 RM15.00
Our daily made fresh & hearty soup, kindly refer to server
当日新鲜汤品
직원에게 매일 새로이 만들어지는 신선하고 따뜻한 수프를 물어보세요.

French Fries /  薯条 /  감자튀김 RM12.00

Garlic  Bread  / 大蒜面包 /  마늘 빵 RM12.00

Onion Rings  / 洋葱圈 / 어니언 링 RM12.00

Mashed Potato / 土豆泥 / 매시드 포테이토 RM12.00

Squid Rings / 鱿鱼圈 / 오징어 링 RM14.00

Cheesy Potato Wedges / 土豆块 /
치즈 포테이토 웨지  RM14.00

Spaghetti  Alfredo / 
阿尔弗雷多意大利肉酱面 / 스파게티 알 프레도    RM24.00
Creamy pasta with chicken toast, green peas and parmesan cheese
奶油意大利面，鸡肉烤面包搭配青豆和帕玛干酪
치킨 토스트, 푸른 완두콩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 들어간 크림 파스타

Fettuccini  Al  Funghi / 
意大利宽面条 / 페타취니 알풍기   RM26.00
Pasta with creamy mushroom sauce topped with parmesan cheese
意大利面搭配奶油蘑菇酱加上帕玛干酪
파마산 치즈가 올려진 크림 머쉬룸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v

Pomodoro / 波莫多罗 / 포모도로  RM24.00
Pasta with home made tomato sauce
意大利面配上自制蕃茄酱
홈메이드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

Bolognese / 波伦亚 / 볼로네제 RM28.00
Rich & savory slow cook beef ragout 
with concasse serve with spaghetti
意大利面搭配炖煮牛肉
스파게티 면이 함께 제공되는 콩카세가 들어간 풍미있는 소고기 라구

Smoked Duck Aglio Olio /  
阿尔弗雷多意大利肉酱面  / 스파게티 알 프레도  RM28.00
Pasta with julienne smoked duck and zucchini in olio style
熏鸭，西胡搭配意大利肉酱面
잘게 썬 훈제오리와 올리오 스타일의 애호박이 들어간 파스타

Crispy Popiah / 脆薄饼 / 크리스피 포피아            RM19.00
Deep fried spring rolls with chicken & 
shrimp filling accompanied with a sweet chili dip
炸鸡虾馅春卷搭配甜辣酱
스위트 칠리 딥 소스가 함께 제공되는 딥 프라이드 
스프링 롤 치킨 & 속에 새우가 들어간 음식

Grilled Wings / 烤鸡翅 / 그릴 윙  RM34.00
Char grilled chicken wings with ginger chili sauce and coriander
腌制烤鸡翅搭配酱料
생강 칠리 소스와 고수가 들어간 그릴 치킨 윙

Nachos with Mozzarella Cheese  / 
马苏里拉奶酪玉米片 /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나초    RM32.00
Crispy nacho chips topped with melted mozzarella, 
jalapeno, guacamole, tomato salsa and chili con carne
香脆玉米片，配上融化的意大利干酪，搭配墨西哥辣椒酱
녹은 모짜렐라, 할라페뇨, 과카몰리, 토마토 살사 그리고 칠리 콘 

카르네가 올려진 크리스피 나초

Heart of Romaine / 莴苣沙拉 / 로메인의 심장  RM18.00
Baby romaine lettuce accompanied with garlic croutons, 
hard boiled egg, cherry tomatoes and garlic dressing
生龙莴苣，配上蒜蓉，水煮蛋，樱桃番茄和大蒜调味汁
마늘 크루톤, 삶은 완숙 달걀, 방울토마토 그리고 
마늘 드레싱이 들어간 어린 로메인 양상추 샐러드

Beef Carpaccio Salad / 牛肉片沙拉 / 
소고기 카르파초 샐러드  RM28.00
Thick sliced pan seared medium done beef tenderloin 
served with mesclun lettuce and condiments in mulberry vinaigrette
烤牛腩搭配莴苣，桑叶及调味料
멀베리 비네그레트 드레싱에 푸르고 어린 양상추와 
두껍게 잘라 팬에 살짝 그을린 미디움 소고기 안심 샐러드

To Start With / 前菜 / 식전요리

Something Wet / 汤品 / 수프 Side Order / 配菜 / 사이드 오더

Egg and Wheat / 鸡蛋面粉制品 / 달걀과 밀

Something Light / 轻食 / 가벼운 식사

All Prices are inclusive of prevailing Government Taxes



Sea Bass with Clam Garlic Sauce (200 grm) /
鲈鱼 / 조개 마늘 소스가 들어간 농어 RM37.00
Pan seared sea bass fillet with garlic clam blanc
and served with vegetables and sweet potato mashed
烤鲈鱼搭配蔬菜及番薯泥
야채와 으깬 고구마가 함께 제공되는 마늘 조개 블랑이 
들어간 팬에 살짝 그을린 농어 살코기

Sirloin Beef  /  莎朗牛排  /  소고기 등심 RM56.00
200gm- Grilled sirloin beef with salt, black pepper and served 
with sweet potato mashed, Sautéed vegetables and rich beef au jus
200克莎朗牛排，搭配黑胡椒，百里香，配上番薯泥及炒蔬菜
으깬 고구마, 튀긴 야채 그리고 풍부한 소고기와 함께 소금, 
후추, 타임이 들어간 200grm의 구운 소고기 등심

Spiced Roasted Chicken / 五香烤鸡 / 
구운 양념 치킨 RM37.00
Roasted baby chicken with Chef mixed spices 
accompanied with risotto mushroom and ginger dip
烤鸡搭配蘑菇及姜汁酱
리조또 머쉬룸과 진저 딥이 함께 제공되는 쉐프의 혼합된 
양념을 더한 구운 영계

Rib Eye Beef / 肋眼牛排 / 립 아이 소고기 RM66.00
200gm Char grilled beef served with sautéed
vegetables and smash sweet potato in rich beef au jus
200克烤牛排搭配炒蔬菜及番薯
풍부한 소고기 육즙에 튀긴야채 그리고 으깬
고구마와 함께 200grm의 구운 소고기

Hawaiian Pizza / 夏威夷披萨 / 하와이안 피자  RM33.00
Thin crust of pizza with tomato sauce, chicken toast, 
pineapple and mozzarella cheese
薄皮比萨配上番茄酱，鸡肉，菠萝和马苏里干酪
토마토 소스, 치킨 토스트, 파인애플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얇은 크러스트 피자

Sunset Pizza / 日落披萨 / 선셋 피자 RM34.00
Crispy pizza with cilantro pesto, grilled chicken, 
mozzarella cheese and tomato salsa
香脆披萨，搭配香菜香蒜酱，烤鸡肉，意大利干酪和番茄沙拉
고수 잎 페스토, 그릴 치킨,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토마토 살사가 
들어간 크리스피 피자

Pepperoni  Pizza / 意大利香肠披萨 / 페퍼로니 피자 RM32.00
Old time flavour pizza with tomato sauce, 
mozzarella cheese and beef pepperoni
番茄沙拉，意大利干酪和意大利辣香肠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소고기 페퍼로니가 들어간 옛날 식의 피자

Variety of Ice Cream  /  各种冰淇淋  /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 RM16.00
With choice of vanilla, strawberry, chocolate,
mint, yam and serves with blueberry sauce
选择香草，草莓，巧克力，薄荷，山药和蓝莓酱
바닐라, 딸기, 초콜렛, 민트, 얌 중에서 선택하시고 블루베리 소스가 제공됩니다.

Pumpkin Cream Brule   /  南瓜焦糖奶油  / 
호박 크림 브륄르  RM18.00
Pumpkin flavour cream custard with Vanilla ice cream
南瓜焦糖奶油搭配香草冰淇淋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호박 맛 크림 커스타드

From The Main / 主餐 / 주 요리

Pizza / 披萨 / 피자

 Dessert / 甜品 / 디저트

Lobster  / 龙虾  / 랍스터  RM84.00
Oven Baked Lobster served with tomato salsa 
and crispy yam finish with gratin cheese
烤龙虾搭配蕃茄沙拉及奶油烤山药
토마토 살사와 치즈 그라탕이 들어간 크리스피
얌 피니시가 함께 제공되는 오븐에 구운 랍스터

4 Ribs Rack of Lamb / 羊肋排 / 4 립스 랙 오브 램 RM66.00
Char grilled lamb rack coated with mustard and 
accompanied with crispy potato and mushroom ragout
烤羊排搭配香脆土豆及蘑菇
바삭한 감자, 버섯 라구 그리고 머스타드를 입힌 그릴에 구운 양갈비

Grilled Seafood Platter / 烤海鲜拼盘 / 
그릴 해산물 플래터 RM66.00
Charcoal grilled trio seafood, prawn, fish and squid served 
with herbs roasted potato, grilled vegetables, lemon butter sauce
炭烤海鲜，大虾，鱼和鱿鱼配上香草烤土豆，烤蔬菜，柠檬黄油
허브 구운 감자, 그릴에 구운 야채, 레몬 버터 소스가 함께 제공되는 
숯에 구운 새우, 생선 그리고 오징어로 구성된 해산물

Nexus Sunset  King Burger / 佳蓝文莱日落吧国王汉堡 / 
넥서스 선셋 킹 버거 RM37.00
220gm charcoal grilled home made beef patty with streaky beef,
fried egg, pickled gherkin, lettuce cheddar cheese, tomato salsa
and sesame bun
220克炭烤牛肉饼，煎蛋，腌黄瓜，生菜，干酪，番茄沙司和芝麻面包
비계와 살코기가 줄줄이 섞인 소고기, 계란 후라이, 게르킨 오이 피클, 양상추,체다 
치즈, 토마토 살사 그리고 참깨가루가 들어간 번과 함께 220grm의 숯에 구운 
홈메이드 소고기 패티

Margarita Pizza /  玛格丽特披萨 / 마가리타 피자  RM28.00
Traditional way of pizza with mozzarella and basil
传统的披萨饼
모짜렐라와 바질이 들어간 전통방식으로 만든 피자

Pizza Al Tonno / 金枪鱼披萨 / 피자 알 토노 RM32.00
Thin pizza with tomato sauce, mozzarella cheese,
tuna chuck, red cut chili and egg
薄片披萨搭配番茄酱，意大利干酪，金枪鱼夹，红辣椒和鸡蛋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참치 척, 레드 컷 칠리

그리고 달걀이 들어간 얇은 피자

Nexus Pizza  / 佳蓝文莱披萨 /  넥서스 피자  RM33.00
Thin pizza with tomato sauce, mozzarella, 
prawns, mussels and squids
薄片披萨搭配蕃茄酱，马苏马，大虾，贻贝和鱿鱼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새우, 홍합 그리고 오징어가 들어간 얇은 피자

Trio Cheese  Pizza  /  起司披萨 /  트리오 치즈 피자 RM32.00
Crispy thin pizza with cream cheese, 
mozzarella cheese,blue Cheese and chili flakes
薄片披萨搭配奶油干酪，意大利干酪，蓝奶酪和辣椒片
크림 치즈, 모짜렐라 치즈, 블루 치즈 그리고 칠리 
플레이크가 들어간 얇고 바삭한 피자

Mandarin Orange Cheese Mousse  /  橘子奶酪慕斯  / 
만다린 오렌지 치즈 무스        RM17.00
Soft mousse topped with light
chocolate meringue and mix berry
巧克力搭配姆斯配上果酱
초콜렛 머랭과 여러가지 섞은 베리류가 올려진 부드러운 무스

Tropical  Fruit  Platter  /  水果盘  / 
트로피컬 후르츠 플래터 RM18.00
Fresh market mixed fruit platter
综合水果
신선한 과일의 조합

All Prices are inclusive of prevailing Government Tax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