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 이 글 Bagel     [베이글 고르고 크림치즈 선택하시면 듬뿍 발라 드립니다]

3.5

4.0

* 에브리띵 : 검은깨, 참깨, 약간의 마늘, 양파, 소금을 얹은 베이글

크림치즈 Cream Cheese

3.5

3.8

선드라이드토마토(Sundried Tomato)│시나몬레이즌(Cinnamon Raisin)

수 프 Soup

토마토 크림 Creamy Tomato 7.5

뉴잉글랜드 클램 차우더 New England Clam Chowder 8.5

베이컨스리라차(Bacon Sriracha)│ 올리브(Olive) │연어파(Lox Scallion)

플레인(Plain)

세서미(Sesame) │ 갈릭&어니언(Garlic&Onion)  │ 에그(Egg)

에그 에브리띵(Egg Everything) │ 에브리띵(Everything)

통밀(Whole Wheat) │ 통밀 에브리띵(Whole Wheat Everything)

시나몬 레이즌(Cinnamon Raisin) │ 청양고추(Jalapeño)

시금치&녹차(Florentine) │ 블루베리(Blueberry) │솔트(Salt)

선드라이드토마토(Sundried Tomato) │ 무화과(Fig)

플레인(Plain)

블루베리(Blueberry)│딸기(Strawberry)│허니바질(Honey Basil)

파(Scallion)│베이컨파(Bacon Scallion)│베이컨청양(Bacon Jalapeño)

에브리띵세서미 시나몬레이즌에그



샌드위치 Sandwich

베이컨 에그 앤 치즈 BEC             │ 햄 에그 앤 치즈 HEC 8.3

9.5

8.9

7.2

8.3

10.5

10.5

11.8

노바 Nova_Lox
(훈제연어, 아보카도, 토마토, 양파, 양상추)
뉴요커의 소울푸드 훈제연어 베이글 샌드위치
추천베이글▶통밀에브리띵,솔트

록셔리 The Loxury
(훈제연어, 크림치즈, 토마토, 양파, 케이퍼)
베이글에 듬뿍바른 크림치즈와 훈제연어의 조화가 환상적인 샌드위치
추천베이글▶세서미,청양고추 / 추천크림치즈▶파,스리라차

[샌드위치 주문 시 원하시는 베이글 골라주세요]

블스 아이 에그 Bull's Eyes Egg
(에그, 아보카도, 안데스소금)  추천베이글▶에브리띵, 블루베리

비.엘.티 B.L.T    추천베이글▶플레인, 통밀, 시금치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 양파)

바베큐 샌드위치 BBQ   추천베이글▶갈릭어니언, 청양고추

(돼지고기, 스위스치즈, 양상추, 토마토, 양파)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Egg Salad Sandwich
(에그 샐러드, 양상추, 토마토, 양파) 추천베이글▶시나몬, 에그에브리띵

프렌치 토스트 French Toast (딸기 or 블루베리) *포장불가*

베이컨 에그 앤 치즈(BEC) 블스 아이 에그(Bull's Eyes Egg) 프렌치 토스트 French toast



COFFEE HOT ICED TEA HOT

아메리카노 Americano 4.5 5.0 얼그레이 Earl Gray 5.5

카페라떼 Café Latte 5.0 5.5 카모마일 Chamomile 5.5

바닐라라떼 Vanilla Latte 5.5 6.0 페퍼민트 Peppermint 5.5

카페모카 Café Mocha 5.5 6.0 복숭아 Peach Iced Tea 5.5

카라멜마끼아또 Caramel Macchiato 5.5 6.0

* 디카페인 700원 추가됩니다.

ADE BOTTLE
자몽 Grape Fruit 6.5 골드매달 사과 Apple Juice 4.6

청포도&샤인머스켓 Green Grape 6.5 로리나 에이드 Lorina Ade 6.0

오렌지 Orange 6.5 탄산수 S.PELLEGRINO 3.5

SEASONAL DRINK

수박 주스 Watermelon Juice 6.0

[원산지 안내]

품 명 원 산 지 품 명 원 산 지

베이컨 스페인,덴마크 터 키 칠레산

참  치 원양산 햄 국내산

닭고기 국내산 페스트라미 호주산

훈제연어 칠레산



11.2

11.2

15.8

14.6

3.0

루벤  Reuben Sandwich

(페스트라미,스위스치즈,양배추절임,양상추,머스타드소스)
페스트라미(소고기)의 특유의 진한 육향이 한국에서 맛볼수 없는 미국 스타일 샌드위치  추천베이
글▶청양고추, 에그, 시금치

카둔 바머 Cardoon Bomber Vegan

(아티초크, 레드로스트페퍼, 모짜렐라치즈, 시금치, 바질페스토)
지중해의 불로초로 불리는 아티초크가 들어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샌드위치
비건가능  추천베이글▶통밀, 무화과, 시금치

홈메이드 러스크 Home-made Rusk

시그니처 샌드위치 Signature Sandwich

터키 아보카도 클럽 Turkey Avocado Club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 아메리칸치즈, 양파, 토마토, 양상추)
쫄깃한 터키와 푸짐한 재료들이 입안 가득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샌드위치
추천베이글▶통밀, 선드라이드토마토, 에그에브리띵

아메리칸 글라인더 American Grinder
(햄, 터키, 베이컨, 아메리칸&스위스치즈, 양상추, 토마토)
햄과 쫄깃한 터키가 듬뿍 들어가 육식파에게 추천하는 샌드위치
추천베이글▶플레인, 에그, 시금치

터키 아보카도 클럽(Turkey Avocado Club)룩셔리(The Loxury) 루벤 (Reuben Sandwi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