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ckBurger TM*
비프패티와 함께 토마토, 양상추, 쉑소스가 토핑된 치즈버거

SmokeShack TM*
애플 우드 칩으로 훈연한 짭짤한 베이컨, 매콤한 체리페퍼,
비프패티와 쉑소스가 토핑된 치즈버거

Single W 6.9
Double W 10.9

Shack Stack TM*

Single W 8.9
Double W 12.9

Hamburger*

‘Shroom Burger

W 12.4

포토벨로 버섯패티, 비프패티와 함께 토마토, 양상추,
쉑소스가 토핑된 치즈버거

포테이토 번과 비프패티를 기본으로 신선한 양상추, 토마토,
피클, 양파 토핑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버거

Single W 5.4
Double W 9.0
1.5
1.0

W 9.4

치즈로 속을 채워 바삭하게 튀겨낸 포토벨로 버섯 패티에
양상추, 토마토, 쉑소스를 올린 베지테리안 버거

뒷면에서 스페셜 메뉴를 만나보세요

Chick’n ShackTM

W 7.9

바삭하고 두툼한 닭가슴 통살과 양상추, 피클,
버터밀크 허브 마요 소스가 토핑된 치킨 버거

Featured Shake

알코올/논-알코올 선택 가능합니다.

W 6.5

디 앨리스

Classic Hand-Spun Shakes

W 5.9

바닐라, 초콜렛, 솔티드 카라멜, 블랙&화이트,
스트로베리, 피넛버터, 커피

Floats
루트 비어, 퍼플 카우, 크림시클

Cups & Cones

W 3.9

Cheese Fries

W 4.9

Shack-cago Dog

W 5.5

쉑 랠리쉬 토핑과 다진 양파, 오이, 피클, 토마토, 스포츠 페퍼,
셀러리 솔트, 머스터드 토핑을 풍성하게 올린 시카고식 핫 도그

Hot Dog
W 5.9

W 4.4

비프 소시지가 들어간 핫 도그

Single W 4.9
Double W 5.9

바닐라, 초콜렛

Concretes

Fries

특별한 메뉴가 뒷면에 있습니다.

쉐이크쉑의 쫀득한 커스터드와 다양한 믹스-인의 조합

쉐이크쉑은 앵거스 비프를 비롯한 프리미엄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또한, 쉐이크쉑의 바닐라, 초콜렛 커스터드는 점포에서 직접 신선하게 제조됩니다.

* 주의 : 익히지 않거나 덜 익은 육류, 가금류, 생선 혹은 달걀을 섭취할 경우
식품매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 질병이 있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패티(소고기: 미국산), 비프 소시지(소고기: 미국산),
베이컨(돼지고기: 덴마크산), 닭고기(태국산)

DOOTA

ShackMeister TM Ale

Draft W 6.8

쉐이크쉑 버거를 위해 특별히
양조한 에일 맥주

Single IPA

Draft W 6.8

The Booth Brewing

Apple Cider

Draft W 6.8

The Hand and Apple

Slow IPA

Can W 6.8

The Hand and Malt

Mocha Stout

Can W 6.8

The Hand and Malt

Elbling Sparkling
유기농 스파클링 와인

Shack Red TM
진하고 스파이시한 레드 와인

Shack White TM
상큼한 화이트 와인

Bottle W 29.0
Bottle W 29.9
Glass W 7.8
Bottle W 29.9
Glass W 7.8

Featured Shake
The Alice

W 6.5

쉐이크쉑의 바닐라 커스터드와 버번 위스키,
스파이스 향이 매혹적인 펌킨 퓨레를 블렌드하여
중후하고 따뜻한 가을 분위기가 나는 쉐이크
* 알코올/논-알코올 선택 가능

Lemonade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상큼한 레몬에이드 (오리지널/시즈널)

Fresh Brewed Iced Tea
직접 유기농 홍차를 우려낸 아이스티

Fifty/Fifty™
레몬에이드와 아이스티의 만남

Bottled Water

지리산 암반대수층으로 만든 생수

Fountain Soda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환타 오렌지, 환타 그레이프

Abita Root Beer

S W 3.9
L W 4.5
S W 3.4
L W 3.9

Shack Attack
초콜렛 퍼지 소스, 초콜렛 트러플 쿠키 도우, 초콜렛 청크와 펄이 들어간 진한 초콜렛 커스터드

S W 3.5
L W 4.4
W 1.0
S W 2.7
L W 3.3

DongDaeMun Rainbow
컬러풀한 무지개 스프링클, 달콤한 글레이즈 도넛과
JAMMY'S 국산딸기잼 70%가 함께 하는 바닐라 커스터드

Green Light
보향다원의 진한 말차, 달콤한 마시멜로 소스, 크리스피한 쇼트브레드가 함께 어우러진
달콤쌉쌀한 바닐라 커스터드

Bottle W 4.4

청량감 있는 독특한 미국식 무알콜 탄산음료

Hot Tea

쉐이크쉑의 쫀득한 커스터드와 다양한 믹스-인의 조합 Single W 5.9 Double W 8.9

W 3.4

보성 유기농 찻잎을 우려낸 녹차, 홍차,
페퍼민트&레몬그라스 블렌딩 티

Design Your Own Concrete
바닐라, 초콜렛 커스터드에 다양한 믹스-인을 올려 즐기는
나만의 콘크리트

Mix-Ins
초콜렛 트러플 쿠키 도우, 초콜렛 토피, 스트로베리, 솔티드 카라멜,
피넛 버터, 초콜렛 펄, 퍼지소스, 슈가 콘

행복한 반려견을 위한 테이크아웃 전용 메뉴

Bag O-Bones
강아지용 비스킷 5개 세트

W 6.0

Single W 4.9
Double W 6.4

W 0.7 e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