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KOREAN

THE FRANCISCAN CRAB RESTAURANT
구운 철판 요리

정식 39.99
스타터:
클램 차우더 컵또는 하우스 샐러드

소

중

대

홍합*

15.99

24.99

44.99

새우

15.99

24.99

44.99

24.99

44.99

홍합과 새우*

선택:
구운 작은 게 다리
게 엔칠라다
피시 앤 칩스*
겔 알프레도

모둠 홍합, 새우, 게*

54.99

특별 모둠 홍합, 새우, 게*

99.99

더블 홍합과 게*

54.99

더블 새우와 게

54.99

더블 홍합과 더블 게*

64.99
64.99

더블 새우와 더블 게

새우 페투치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은 게 통구이 특제 마늘 소스

메기의 매콤한 칵 피노 소스*
장시간 구운 뼈없는 갈비살
디저트:

게 한 마리(약 1kg)

49.99

게 반 마리(약 500g)

33.99

큰 게(약 1.5kg - 2인분)

74.99
99.99

게 두 마리(3인분)

직접 만든 커스터드 아이스크림

129.99

게 잔치(4인분)
햄소세지&치즈

샐러드

4가지 생선을 4가지 조리법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향신료가 든 햄) ..............12.99

하우스 샐러드................................................................... 11.99

생선 선택

정통 살라미 ....................................................................... 11.99

게와 함께 ............................................................... 추가 12.99

브랜 지노* ........... 36.99

메기* ............... 28.99

모르타델라 치테리오(이태리산 큰 소시지) ............11.99

새우와 함께 ..........................................................추가

8.99

연어* ..................... 34.99

농어* ............... 36.99

프라 마니 콥파(차가운 돼지요리) ..............................10.99

닭고기와 함께 ......................................................추가

7.99

조리법 선택

훈제 연어와 함께 ................................................추가

위 4 가지 모둠 .................................................................. 44.99

8.99

• 레몬 버터 마늘 케이퍼 소스

혼합 샘플러(살라미와 작은 빵) ...................................59.99

베이컨, 상추, 토마토 샐러드 ........................................ 12.99

• 매운 치오피노 토마토 소스

시저 샐러드 ....................................................................... 12.99

• 매운 고추장 의 유리

작은 요리

게 시저 샐러드 ....................................................... 추가 12.99

작은 게 지지미 .................................................................. 19.99
오징어 튀김 ......................................................... 1인분 15.99
................................................................................... 쉐어 22.99
토마토, 볶은 고추, 양파 브루 쉐 타 ...........................13.99
방어 카르파초* ................................................................. 16.99

각각의 요리에는 태양건조 토마토 & 스냅 완두콩을

어린 시금치 ....................................................................... 12.99

곁들인 아치니디페페 파스타가 딸려나옵니다

구운 닭 가슴살과 함께 ......................................추가

7.99

새우와 함께 ..........................................................추가

8.99

게와 함께 ............................................................ 추가

12.99

시금치를 곁들인 게 퐁듀 .............................................. 19.99

루이 샐러드 ....................................................................... 16.99

훈제 연어, 게, 아보카도 크로 상 ................................ 19.99

게 루이 샐러드 ....................................................... 추가 12.99

훈제 연어, 케이 퍼, 양파 크로와상............................ 15.99

새우 루이 샐러드 ................................................... 추가 8.99
샌드위치 & 스페셜

생굴* ............................................................................... 각 3.49

무의미한 게 녹임 ............................................................. 22.99

새우 칵테일 ....................................................................... 17.99

이탈리안 트리플 버거 .................................................... 19.99
게 엔칠라다(매운맛) ....................................................... 22.99
싱글 게 엔칠라다 ............................................................ 16.99

수프
컵

사워도우 빵 보울

크랩 차우더 ................................. 13.99 ..........................16.99
클램 차우더 ................................. 10.99 ..........................13.99
튜린
소

중

대

마늘 모시조개 찜* ..................... 29.99 ..... 44.99 .........59.99
해물 씨오피노* ........................... 34.99 ..... 49.99 .........69.99

피시 앤 칩스* .................................................................... 22.99
베이 새우 앤 칩스 ............................................................ 22.99
치킨 앤 칩스 ...................................................................... 22.99
전복 구이* .......................................................................... 74.99

손님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음식에는 땅콩, 견과류, 콩, 글루텐,
밀가루, 소금, 설탕, 유제품, 우유, 계란, 밀, 고기, 가금류,
해산물 및 어패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생고기 또는 덜 익힌 고기, 가금류, 해산물, 조개류
또는 계란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건강 상태가있는 경우.

쇠고기 등심* (220g) ........................................................ 4499
장시간 구운 갈비살 ........................................................ 34.99
해산물 추가
게 반 마리 ............................................................... 추가 28.99

어린이 메뉴

각 9.99

구운 치즈와 살라미 샌드위치
버터밀크를 바른 프라이드 치킨 & 프라이
파스타 매운 토마토 크림 소스
페투치니 알프레도(치킨 추가 3.99 추가)
사이드 메뉴

각 10.99

바삭한 감자
치폴리니 프리티

파스타
모시조개 페투치니* ........................................................ 29.99
게 알프레도 ....................................................................... 29.99
치킨 알프레도................................................................... 24.99
새우 알프레도................................................................... 25.99

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심한 알레르기를 가진

육류

게 한 마리 ............................................................... 추가 44.99

전채
작은 게 칵테일 .................................................................. 19.99

• 마늘 파프리카 버터로 덮음

치킨 시저 샐러드 ................................................... 추가 7.99

매운 새우............................................................................ 26.99
마늘 누들............................................................................ 16.99
매운 토마토 크림 소스 페투치니 ............................... 21.99
해물 페투치니* ................................................................. 36.99

야채 찜
아치니 디 페페 파스타
주키니와 함께 으깬 유콘 황금 감자
디저트
직접 만든 커스터드 아이스크림 ................................ 10.99
딸기 바나나 선데 ............................................................ 12.99
발로나 초콜릿 선데 ........................................................ 12.99
이탈리안 선데 .................................................................. 10.99

영업 시간 오전 11:30 ~ 오후 10:00

초콜릿 트러플 무스 케이크 ......................................... 11.99

2시간 무료 주차

리모네 토르타 델라 논나 .............................................. 11.99

pier 43 1/2 san francisco, ca 94133 | 415.362.7733
www.franciscanrestaurant.com
대부분의 주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여행자 수표로는 결제 불가

산딸기 이탈리안 치즈 케이크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