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DAY
FROM 11AM

SMALL PLATES

BILLS CLASSICS

• 아보카도 딥 – 래디쉬, 참깨 크래커(치아씨드, 해초) 9,000

• 빌즈 리코타 핫케이크 - 신선한 바나나와 달콤한 허니콤
버터가 곁들여진 핫케이크 19,800

• 모짜렐라 카포나타 – 바질, 오가닉 사워도우 토스트 9,000

방사 유정란 스크램블 에그와 오가닉 사워도우 13,000

팬프라이드 뇨끼 – 셀러리악 퓨레, 파스닙 칩, 그라노 파다노,
헤이즐넛 14,000

스위트 콘프리터 – 스위트콘, 로스트 토마토,
크레송, 베이컨, 아보카도 살사 19,800

크리스피 베이비 스퀴드 - 깔라마리, 칠리 캬라멜 소스 9,000
• 크리스피 치킨 – 양상추, 바질, 고수, 할라피뇨 마요 9,000

풀 오지 – 방사 유정란 스크램블 에그, 오가닉 사워도우,
베이컨, 큐민 토마토, 미소 버섯과 초리조 22,000

SALADS

BIG PLATES

• 찹 샐러드 – 그린빈, 쥬키니, 양배추, 바삭한 병아리콩, 오이,
비트, 체리토마토, 시트러스 세사미 드레싱 18,000

옐로우 컬리플라워 커리 – 두부, 애플코코넛 쳐트니, 오이,
고수 렐리시, 브라운 라이스 24,000

• 벅윗 샐러드 – 깐 메밀, 퀴노아, 비트, 새싹 채소, 견과류,
아보카도, 수란, 고수, 매콤한 하리싸 소스, 요거트 19,800

포치드 살몬 - 엔다이브, 쥬키니, 래디쉬, 크레송, 에다마메,
그린 드레싱 25,000

스위트 포테이토 프리터 - 퀴노아, 페타치즈, 고수, 래디쉬, 오이, 타
히니 요거트 19,800

• 치킨 슈니첼 – 파마산 파슬리 빵가루를 입혀 팬 프라이드한
닭가슴살, 매쉬 포테이토, 펜넬 슬로우, 고수 23,000

• 연어 샐러드 – 팬에 구운 연어와 코코넛 캬라멜 드레싱, 자몽,
그린 빈, 고수, 민트, 오이, 구운 코코넛 23,000

칠리 포크 – 고추장 소스가 어우러진 칠리 포크와 로메인,
고수, 민트, 피넛, 샬롯, 샐러드 드레싱 25,000

• 삼발 치킨 샐러드 – 그린 파파야, 양상추, 고수, 바질, 민트, 땅콩,
그린빈, 구운 대파 19,800

램 럼프 스테이크 (250g) – 카넬리니 빈, 타히니 요거트,
레몬 파슬리샐러드 39,800

sides for salads

호주산 채끝 스테이크(250g) – 크레송, 어니언 링,
비프 쥬 44,000

+ 아보카도 / 자스민티 스모크 살몬 / 그릴드 치킨 /
하우스 메이드 베이컨 5,000

로스트 치킨 - 닭가슴살, 스파이스드 당근 스튜,
로스트 엔다이브, 파스닙 칩, 딜 29,000
sides

SANDWICHES, BURGERS

그린 샐러드 – 루꼴라, 엔다이브, 펜넬, 로메인,
파마산 치즈, 머스타드 드레싱 7,000

•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 프로볼론, 고트치즈, 시금치,
그린 드레싱, 아보카도가 들어간 파니니 샌드위치 15,000

허브 프렌치 프라이 6,000

• 자스민티 스모크 살몬 오픈 샌드위치 – 티 스모크 살몬,
케이퍼, 크림치즈, 딜, 에다마메, 오가닉 사워도우 18,000

브라운 라이스 2,000

• 쉬림프 버거 – 할라피뇨 아이올리, 양상추, 고수, 래디쉬가
곁들여진 새우 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22,000
• 치킨 버거 – 타마리 코울슬로가 토핑된 크리스피 치킨,
레드 아이올리, 새콤한 하우스 메이드 오이, 프렌치 프라이 18,000
SWEETS

• 오픈 스테이크 샌드위치 – 토시살(120g), 새송이 버섯,
어니언 링, 크레송, 타라곤 소스 19,000

• 매일 아침 만드는 데일리 베이커리 – 신선한 과일케이크,
타르트, 슬라이스 케이크, 쿠키가 바 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와규 버거 – 에멘탈 치즈, 하우스 메이드 청고추 피클,
허브 마요, 루꼴라, 프렌치 프라이 21,000

빌즈 파블로바 – 패션후르츠, 크림 요거트, 피스타치오가
곁들여진 달콤한 호주 전통 디저트 14,000
빌즈 바나나 푸딩 – 바나나, 솔티드 토피 캬라멜 시럽,
생크림 9,000

BOWLS, GRAINS

소프트쉘 크랩 프라이드 라이스 – 초리조, 수란, 오이,
고수, 김치 24,000

시즈널 후르츠 마스카포네 프렌치 토스트 –
신선한 제철과일 캬라멜, 피스타치오, 요거트 15,000

스파게티 파스타 – 토마토, 가지, 아몬드 페스토,
바질, 페코리노 21,000

다크 초콜렛 아포가토 7,000
초콜렛 올리브 오일 무스 - 피스타치오, 튜머릭 크럼블,
머랭 쿠키, 사워크림 13,000

리가토니 파스타 – 후레쉬 토마토, 펜넬, 케일,
파프리카 크럼블 23,000

치아씨드 요거트 팟 - 아몬드 밀크와 치아씨드가 들어간 요거트,
제철과일 8,000

링귀니 파스타 – 새우, 홍고추, 루꼴라, 마늘, 레몬즙 24,000
빌즈 카르보나라 파스타 – 스파게티니, 베이컨, 그라노 파다노,
계란 노른자, 파슬리 19,000
탈리아텔레 파스타 – 오리 라구, 트러플 오일,
우메보시 머쉬룸, 루꼴라 24,000

››	
빌즈에서는 친환경 리코타 치즈와 그릭 요거트, 그리고 자연 방사 유정란을 사용합니다.
››

빌즈의 모든 버거와 디저트 메뉴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 house-made 빵을 사용합니다.

-

특정 음식에 대해 알러지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담당 서버에게 문의 바랍니다.

•

take-away 가능한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