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틴 샐러드 볼 
$18
선택:

치킨 & 그린 애플 샐러드
로메인 상추, 에얼룸 토마토, 미니 오이, 
오늘의 치킨, 반숙 계란, 사과, 
호박씨, 치아씨드 드레싱

와푸 샐러드 위드 피시
여러 종류 여린잎 채소, 메밀 국수, 에다마메, 오늘의 생선, 와일드 라이스, 

미역, 에얼룸 토마토, 후리카케, 유자 쇼유 드레싱

빈 라구 & 팔라펠 샐러드
여러 종류 여린잎 채소, 팔라펠, 병아리콩, 강낭콩, 미니 오이, 

칼라마타 올리브, 바나나 샬롯, 후무스 드레싱

샐러드 볼 
$14
선택:

시저 샐러드
로메인 상추, 잘게 썬 케일, 

에얼룸 토마토, 반숙 계란, 파르메산 칩, 
시저 드레싱, 구운 잡곡

와일드 머쉬룸 샐러드
여린 시금치, 제철 로컬팜 버섯, 와일드 라이스, 

반숙 계란, 고추, 유자 쇼유 드레싱

아보카도 & 에얼룸 토마토 샐러드
잘게 썬 케일, 아보카도, 에얼룸 토마토, 바나나 샬롯, 
허브, 발사믹 리덕션, 올리브 오일, 바다 소금

페이스트리, 
케이크& 
타르트

$3.50 부터

오늘의 셀렉션은 진열대에서 확인해 주세요.

프로즌 
요거트

$3
케이크 또는 타르트 개당 $1.50

어린이 
메뉴
$8

콜리플라워 
맥 & 치즈

레인보우 샐러드

터키 클럽 랩

시그니처 샐러드

채식주의자       글루텐-프리V 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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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
$10

프레시 주스 블렌드
$9

나만의 샐러드 

만들기
$16
1 단계

볼과 랩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2 단계
샐러드용 야채 1개, 야채 3개, 
유기농 곡물 1개를 선택하세요

3 단계
따뜻한 프로틴 추가 $2

옵션
따뜻한 프로틴 추가 $2

너티 바나나
바나나 , 호두 , 아몬드 밀크 , 대추 , 
시나몬 , 바다 소금 , 치아씨드

아보카도 글로우
아보카도 , 바나나 , 망고 , 
시금치 , 대추 , 두유

레드 & 래드
라즈베리 , 적양배추 , 바나나 , 
저지방 우유 , 베리 요거트

스트로베리 랩소디
딸기 , 요거트 , 바나나 , 
오렌지 , 오트 , 꿀

커피
유제품 대체 추가 $1

지속가능한 열대우림 보호구역의 커피콩으로 만듭니다

기타 음료

에스프레소 $4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4.80
피콜로 라떼 $4.80
까페 아메리카노  $5
까페 라떼 $6
카푸치노 $6
프렌치 프레스 커피 $7.50
더티 차이 $7.50

오가닉 콜라 $7
탄산음료 $7.50
피지 워터 $5
맥주 $16

티 & 스페셜
에떼 티 $5
판단 얼 그레이, 콜로니얼 브랙퍼스트 티, 
타이그러스 민트, 캐모마일 라벤더, 지분 센차, 
아이언 가드니스

모산코 티    $6
짐네마 실베스터 & 카멜리아 지넨시스

그린 티 라떼 $7
차이 라떼 $7
모카 $7
화이트 초콜릿 $7

허티 스타트 
강황 , 아몬드 밀크 , 꿀 , 대추 , 
치아씨드 , 시나몬 , 바다 소금

베리 생츄어리 
딸기 , 블루베리 , 오렌지 , 비트루트 , 
치아씨드 , 꿀 , 아몬드 밀크

칼리시-윰
바나나 , 해바라기 씨 , 꿀 , 대추 , 

시나몬 , 아몬드 밀크

트로피칼 탱고 
망고 , 오렌지 , 
파인애플 , 꿀

이뮤니티 부스터
사과, 오렌지, 
생강, 레몬 조각

하이드레이트
신선한 코코넛 워터, 사과 주스, 

케일, 밀싹, 파슬리

V GF

GF

모든 가격은 7% 재화용역세와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