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os

콘 또띠아, 밀 또띠아 선택가능

Carne Asada Beef

까르네아사다 3.3

Citrus Chicken

시트러스치킨

3.3

Galbi Beef

갈비비프

3.3

Grilled Shrimp

그릴드쉬림프

4.0

Beef with a tangy lime marinate, served with
onions & cilantro
라임양념 소고기 – 양파와 고수, 핫소스 토핑

Spicy citrus chicken with onion, tomatoes, cilantro &
scorcho sauce
시트러스 양념 치킨 - 양파, 고수와 핫소스 토핑

Grilled shrimp marinated in a special citrus sauce
with pico de gallo, cabbage & a cilantro cream sauce
그릴드 양념 슈림프 - 양배추, 피코와 실란트로 크림소스

Galbi marinated beef short rib with cabbage, onion,
cilantro & sesame oil vinaigrette
한국 양념 갈비살 – 양배추, 참깨 드레싱 토핑

Al Pastor Pork

KITCHEN

Handmade Soft Corn Tortilla
(or Flour tortilla upon request)

알파스토르

3.3

Braised Pork Belly 삼겹찜

Pork shoulder braised for 4 hours in adobo sauce served
with roasted pineapples, onion & cilantro
Adobo 소스에 양념된 돼지고기 4시간 구운후
그리들에 마무리 - 파인애플과 피코 토핑

Braised pork belly with onion cliantro & a homemade
tomatillo sauce
두번 요리된 삼겹찜 고기에 양파, 고수 &
또마띠요 살사

Flour Thai Taco

코레아노스 키친
| A: 강남구 신사동 657-11 번지 B1

www.coreanoskitchen.com | Like us @ facebook.com/coreanoskitchen | Follow @coreanoskitchen

Choice of Meat Tostada

Cilantro Alert | 고수 경고

메뉴들은 전반적으로 다소 매콤할 수가 있습니다.
매운것을 못드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 주세요

우리 메뉴에는 고수(cilantro)를 많이 사용합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주문하실때 알려 주세요~

Guacamole & Chips 과카몰리 & 칩 10.0

Fresh avocados, lime juice, pico de gallo, served with chips
즉석에서 만든 코레아노스 과카몰레와 콘또띠아 칩

Chicken Quesadilla

치킨퀘사디아

9.5

Quesadilla with cheese, pico de gallo, and chicken
치즈, 양파, 토마토, 치킨 들어간 퀘사디아
Add Pineapples
1.0
파인애플 추가시
1.0

Three Wise Fries (or Nachos)

Citrus Chicken Salad 치킨 샐러드

Chicken Solodilla

치킨솔로디아

쓰리와이즈프라이즈 (나초)

12.0

폭김치즈프라이즈 (나초)

12.0

까르네아사다프라이즈 (나초)

Bringing Home an L.A. Classic
Carne Asada & nacho cheese. Topped off with tomatoes, jalapenos, onions, and cilantro.
까르네아사다를 듬뿍! 나초치즈, 할라페뇨, 양파, 토마토와 고수 토핑

Halfsies
추천 메뉴
Recommended Item

On Fried Corn Tortilla

5.5

Tortas

토르타 - 고기선택

On Toasted Bun

10.0

Carne Asada, Galbi, Chicken, or Al Pastor with grilled cheese, pico de gallo, cabbage, sour cream, beans & French fries
고기선택: 까르네아사다, 갈비, 알파스토르, 치킨 + 양배추, 치즈, 양파, 토마토, 샤워크림, 빈스 + 감자튀김 포함

Burritos

Kimchi BKB Burrito

김치볶음밥 부리또

12in. Flour Tortilla

Braised pork belly with onion, cilantro, tomatoes, cheese, tomatillo salsa & kimchi fried rice

11.0

두번 요리된 삼겹찜 고기, 김치볶음밥, 치즈, 또마띠요 살사 및 각종야채를 12인치 또띠아에

OG Burrito

OG 부리또

10.0

Galbi shortrib burrito with cabbage slaw, caramelized kimchi, sahm jang sauce, sesame oil vinaigrette & fries
한국식 양념 갈비살과, 양배추, 볶은김치, 쌈장/고추장 소스, 감자튀김을 12인치 또띠아에

Kimchi & Pork Always Go Well Together
Al Pastor, cheese, caramelized kimchi, served on nachos, topped with onions, cilantro, and sour cream
알파스토르, 김치, 치즈의 완벽조합 나초! 양파, 고수, 샤워크림 토핑

Carne Asada Fries (or Nachos)

11.0

Quesadilla stuffed with cheese, corn tortilla chips,
more cheese, pico de gallo, and chicken
치즈, 양파, 토마토, 치킨, 칩스, 치즈 또한번 들어간 퀘사디아

Voted Best Fries in America! (Yahoo! Travel/ US News)
Chicken, Galbi, and Pork + three different hot sauces served on fries, with onions, and cilantro
미국에서 “Best Fries in America” 선정! 감자튀김에 치킨, 갈비, 포크 + 세가지 핫소스

Pork Kimcheese Fries (or Nachos)

12.0

Mexican Chicken salad served with romaine leaves.
시트러스 치킨에 토마티요살사와 시저드레싱 샐러드

Tostadas

토스타다 - 고기선택

Carne Asada, Galbi, Chicken, Al Pastor or Shrimp (Add 1.0) cheese, pico de gallo, cabbage, cilantro cream sauce
고기선택: 까르네아사다, 갈비, 알파스토르, 시트러스치킨, 새우 (1.0추가) + 양배추, 치즈, 양파, 토마토 및 각종소스

Choice of Meat Torta

To Share

3.9

Satay chicken served with spinach,carrot, cucumber
and our own made sides and sauces.
밀또띠야에 사테이 치킨과 시금치,당근,오이,
땅콩소스가 람께 곁들여진 요리.

| T: 02-547-4427 | E: coreanoskitchen@gmail.com

Spice Alert | 고추 경고

3.6

Chips & Salsa

칩 & Salsa

썬라이즈부리또

Classico Burrito

클래시코부리또 - 고기선택

Carne Asada meat with onions & cilantro with our own red sauce and a sunny-side up egg
카르네아사다 고기와 시즈닝된 써니사이드-업 달걀, 소스와 양파,고수가 함께 12인치 또띠아에

12.0

3.0

11.0

9.0

Choice of Carne Asada, Al Pastor, Chicken, Shrimp (Add 3.0), with cheese, pico de gallo & cabbage
고기선택: 까르네아사다, 알파스토르, 시트러스치킨, 쉬림프 (3.0 추가) + 양배추, 치즈, 및 피코를 12인치 또띠아에

Todos Burrito

나초&프라이즈 1.0 추가

A basket of chips, red & green salsa
코레아노스 살사와 콘또띠아 칩

Sunrise Burrito

토도스부리또 - 고기선택

Classico Burrito with more Meat, Beans, Sour Cream, & Guacamole added. Shrimp (Add 3.0)
클래시코부리또에 고기추가, 빈스, 샤워크림, 과카몰리. 쉬림프 (3.0 추가)

Sulam’s Cookie Pizza

Desserts

코레아노스 쿠키피자

12.0

15.0

Freshly made giant cookie topped with ice cream - Serves 3-4
갓구운 대형 쿠키에 아이스크림 - 3-4인용
Choco Brownie / Vanilla
Peanut Butter / Vanilla
Macadamia / Strawberry
초코 브라우니/바닐라
피넛버터/바닐라
마카데미아/딸기

**(Free on your Birthday!/생일에는 공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