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댈러스

저녁메뉴
셰프의 세트*

셰프의 테이스팅 세트*

3 코스 만찬
• 샐러드 1개 선택
• 메인요리 1개 선택
• 디저트 1개 선택
• 커피 또는 차 포함

4 코스 만찬
• 클래식 비스킷 또는 데빌드 에그 중 1개 선택
• 샐러드 1개 선택
• 메인요리 1개 선택
• 디저트 1개 선택
• 커피 또는 차 포함

68

 프리미엄 표시된 메뉴는 10$ 추가

전채 요리

78

샐러드류

샐러드에 추가 시

아보카도 토스트

16

구운 마늘 포카치아, 리코타 휘핑,
무, 어린 바질

숙성 햄 & 아르굴라 플랫 브레드
오레가노, 리코타 휘핑, 파르메산,
스파이스드 허니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
크리스피 포크 밸리

18

피멘토 치즈, 스모키 토마토 잼,
꽃상추, 절인 레몬 비네그레트

데빌드 에그

14

스위트 콘 허쉬 퍼피즈

14

야드버드 치킨 윙

20

딜, 부추, 훈제 송어알

셰프의 시그니처인 내슈빌 핫 치킨 딥
또는 훈제 양념 칠리 양념 중 선택

치킨 10 / 포크 밸리 12 / 새우 14 / 스테이크 16

웨지 샐러드

18

18

팝콘 쉬림프

18

하우스-훈제 포크 밸리, 버터 상추,
숯불에 구운 옥수수, 토마토, 아보카도,
하우스-메이드 버터밀크 렌치 드레싱

크랩 케이스 

23

버터 상추 & 구운
망고 샐러드

브라운 버터, 베이컨 소금
통 게살, 크리올 뵈르 블랑소스,
콜드-프레스드 피클

와규 비프 카르파초 

크리올 레물라드, 허니 버터

22

22

트러플 크림, 크리스피 케이퍼,
파르메산, 겨자 마요네즈소스,
고프레트 칩, 발사믹 펄

숯불에 구운 망고, 훈제 피칸, 토마토,
양파, 참깨 드레싱

여린 로메인 & 워터클래스 샐러드 18
크리스피 퀴노아 그레몰라타, 마늘 칩,
아침농장 직송 계란, 훈제 파프리카,
크리미 딜 비네그레트

가든 그린 & 트리 넛 샐러드

18

구운 코티지 치즈, 비트와 절인 샬롯,
히카마, 민트, 고수, 오레가노, 타라곤,
트리 넛 비네그레트

메인요리

치킨 요리들

치킨 앤
워터멜론 앤 와플

40

체다 치즈 와플,
스파이스드 워터멜론

훈제 포크 립

46

히코리 훈제, 하우스-메이드 바비큐 소스

관자와 초리조 파스타

트러플& 푸아 그라와
통째로 구운 영계

58

39

페투치니, 관자, 초리조, 화이트 와인,
마늘, 어란, 아루굴라, 발사믹 칠리 오일

숯불에 구운 프라임 립아이
허브와 구운 감자, 덩굴 토마토,
샬롯 메르트도 버터

버터넛 스쿼시 비스킷으로
속을 채운

르웰린스 파인
프라이드 치킨

72

34

유명 치킨 요리 2/1과
허니 핫 소스

불에 구운 크리스피 바라문디 

38

퀴노아, 완두콩, 손가락 크기의 감자,
딜 & 스위트 콘 수프

티 브레이즈드 비프 숏 립

더 그레이트 아메리칸 버거

29

쉬림프 앤 그리츠

39

랍스터 맥 & 치즈

64

크리스피 포크 밸리

42

숏 립, 양지머리와 어깨살 블렌드,
더블 패티, 하우스-훈제 포크
밸리, 아메리칸 치즈, 하우스 피클,
스페셜 소스, 하우스 프라이
불에 구운 새우, 구운 토마토, 숙성된
컨트리 햄, 적양파, 정통방식으로
제분한 폴렌타, PBR jus

통 랍스터, 다섯 가지 수제 치즈
45

라벤더, 꿀, 매쉬드 포테이토,
절인 어린 채소

홍합, 관자, 대하,
양념 한 밥, 스파이시 치킨 앙두이유
소시지

사이드
크리스피 방울 양배추 

12

클래식 버터밀크 비스킷

10

스킬렛팬 콘브레드

10

스파이스드 워터멜론 

12

콜라드 그린

14

맥 & 치즈

14

클래식 매쉬드 포테이토
신선한 부추

10

숙성 체다치즈, 베이컨, 할라피뇨,
허니 버터

하우스 프라이

10

숯불에 구운 콘 & 퀴노아

다섯 가지 수제 치즈, 크리스피 허브
크러스트

하우스-메이드 버터밀크 렌치,
베이컨 소금

스파이스드 허니

시트러스, 신선한 민트
14

치폴레, 코티지 치즈, 치폴리니 양파

허니 버터, 하우스 메이드 잼

사과 발효 식초 & 포크 크랙클링스

*세트 메뉴는 다른 혜택 또는 프로모션과 결합이 불가합니다.
날것 또는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육류, 가금류, 해산물 & 어패류 또는 달걀을 드실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표기된 가격은 재화용역세와 %10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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