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크 플레이스 차우더

뉴 잉글랜드 클램 차우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차우더

스몰 (226g)    $6.95

미디움 (340g)    $7.95

라지 (453g)    $9.95

쿼트 (907g)    $17.95

사워도우 빵으로 만든 그릇  $11.95

해산물 비스크

맨해튼 스타일 차우더 -  글루텐 프리

마켓 차우더

구운 가리비 차우더

라임 & 코코넛 차우더 - 채식주의자용 / 글루텐 프리

풍미가 가득한 베이컨, 양파, 감자, 크림으로 맛을 내고 
속이 알찬 대합조개가 들어간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

모든 차우더에는 신선한 사워도우 빵이 제공됩니다.

태평양 대구, 태평양 북서지역 연어, 오리건 연안의 
새우가 들어간 크리미한 토마토 베이스 육수.

양파와 셀러리와 함께 토마토 육수에 빠진 부드러운 조개.

셰프가 선정한 재료들로 만든 차우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 홍합, 넙치, 조개, 가리비, 새우, 굴, 게, 연어.

딜과 라임 주스로 완벽하게 맛을 낸 크리미한 육수에 
빠진 부드러운 가리비.

신선한 야채를 넣은 야채 차우더에 코코넛 밀크와 라
임 주스를 넣고 뭉근히 끓여냈습니다.

NEW ENGLAND CLAM CHOWDER

AWARD-WINNING CHOWDERS

Small (8 oz)

Medium (12 oz)

Large (16 oz)

Quart (32 oz)

Sourdough Bread Bowl

SEAFOOD BISQUE

MANHATTAN STYLE CHOWDER - Gluten-Free

MARKET CHOWDER

SEARED SCALLOP CHOWDER

LIME & COCONUT CHOWDER - Vegan/Gluten-Free

Creamy smooth, with loads of meaty clams, flavored with bacon, 
onions, potatoes, cream.

All chowders are served with fresh sourdough bread.

Pacific Cod, Northwest Salmon, Oregon Bay Shrimp, in a creamy  
tomato-based broth.

Tender clams in a tomato broth, with onions and celery.

Chef’s Choice of ingredients, may include: mussels, halibut, clams, scallops, 
shrimp, oysters, crab, salmon.

Tender scallops in a creamy broth, perfectly flavored with dill and lime juice.

Vegetable chowder with the freshest vegetables simmered in coconut milk 
and lime juice.

샘플러 피스트

4가지의 차우더가 담긴 트레이. 각 147mL씩 담겨 나갑니다.  $13.95

8가지의 차우더가 담긴 트레이. 각 147mL씩 담겨 나갑니다  $25.95

SAMPLER FEASTS

Tray of 4 chowders in 5-oz. servings.

Tray of 8 chowders in 5-oz. Servings.

코네티컷 스타일 랍스터 롤

코네티컷 스타일 던지니스 게살 롤 (마켓에서만 가능)

오리지널 던지니스 게살 롤

메인주의 랍스터 롤

메인주의 랍스터 롤

롤 & 샌드위치

레몬 주스를 살짝 뿌리고 시즈닝과 쪽파를 살짝 얹어 따
뜻하게 녹인 버터에 버무린 부드러운 메인주산 랍스터 속
살.........쿼터 파운드 시세 / 하프 파운드 시세    

레몬 주스를 살짝 뿌리고 시즈닝과 쪽파를 살짝 얹어 따뜻
하게 녹인 버터에 버무려 육질이 부드러운 게살..........
쿼터 파운드 시세 / 하프 파운드 시세    

마요네즈, 샐러리, 레몬 주스, 시즈닝으로 버무린 던지니스 게
살. 하프 시세 / 전체 시세..........하프 시세 / 전체 시세

마요네즈, 샐러리, 레몬 주스, 풍미가 있는 시즈닝으로 버무
린 육즙이 풍부한 랍스터 살..........하프 시세 / 전체 시세

마요네즈, 샐러리, 레몬 주스, 비밀의 시즈닝으
로 버무린 오리건 연안의 새우와 던지니스 게
살...........하프 $11.95 / 전체 $15.95

CONNECTICUT-STYLE LOBSTER ROLL

CONNECTICUT-STYLE DUNGENESS CRAB ROLL (Market Only)

ORIGINAL DUNGENESS CRAB ROLL

MAINE LOBSTER ROLL

CAPTAIN’S ROLL

ROLLS & SANDWICHES

Tender Maine lobster meat tossed in warm melted butter, with a hint of lemon juice 
and a dusting of seasoning and chives..........Quarter Pound MP / Half Pound MP

Delicate crab meat tossed in warm melted butter, with a hint of lemon juice and a 
dusting of seasoning and chives..........Quarter Pound MP / Half Pound MP

Dungeness crab meat, tossed with mayo, celery, lemon juice, and seasonings
..........Half MP / Whole MP

Succulent lobster meat, mixed with mayo, celery, lemon juice, and delicate 
seasonings..........Half MP / Whole MP

Oregon Bay Shrimp and Dungeness crab meat, tossed with mayo,celery, lemon juice, 
and secret seasonings..........Half $11.95 / Whole $15.95

오리건 연안 새우 롤

레몬 주스로 생기를 주고 마요네즈, 샐러리 및 비밀의 
시즈닝으로 버무린 오리건 연안의 새우............하프 
$7.95 / 전체 $11.95

OREGON BAY SHRIMP ROLL

Oregon Bay Shrimp, brightened with lemon juice and tossed with mayo, celery, and 
secret seasonings...........Half $7.95 / Whole $11.95

마켓 샐러드

시저 샐러드

시금치 샐러드

크리스피 사이드 샐러드

아삭아삭한 푸른 채소, 야채와 함께 선택하신 드레
싱이 제공됩니다..........$3.95

아삭아삭한 로메인 상추, 갈아진 파르메산 치즈와 우리 
가게의 풍미가 가득한 전통적인 드레싱...........$3.95

신선한 시금치, 베이컨, 버섯, 모짜렐라, 얇게 썬 계
란, 바삭바삭하게 볶은 아몬드에 상큼한 비니거렛 드
레싱이 곁들여 나옵니다...........$4.95

MARKET SALAD

CAESAR SALAD

SPINACH SALAD

CRISPY SIDE SALADS

Crispy greens, and vegetables, served with your choice of dressing.

Crisp romaine, grated parmesan cheese, and our traditional savory dressing.

Fresh spinach, with bacon, mushrooms, mozzarella, sliced egg, and 
crunchy toasted almonds, served with tangy vinaigrette dressing.

모든 음료수    $3.45

펩시 & 청량 음료 신선하게 짜낸 레모네이드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 병
에 든 주스 & 소다 병에 든 생수

All Beverages

Pepsi & Fountain Drinks, Fresh Squeezed Lemonade, Strawberry Lemonade, Bottled Juices & Sodas, Bottled Water

음료
BEVERAGES

pikeplacechowder.comTyler Trulson  •  Zach Platis – Managers  •  Dario Guerra – Chef 
Pike Place Market  •  1530 Post Alley  •  Seattle, WA 98101  •  206.267.2537 Open Daily 

11:00 am - 5:00 pm   •    pikeplacechowd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