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ETIZERS (Great for Sharing!) – 에피타이저 (나눠먹기 좋은 아이템)

Hot Antipasto for 2 or 4 - $20.95 / $35.95 - 핫 안티파스토 (2 커플or 4 패밀리) 

Eggplant Rollatine, Baked Clams, Garlic Shrimp, Stuffed Mushrooms, Bacon Scallops, Riceballs

가지 말이, 마늘 새우, 게살 양송이 버섯 구이, 관자 베이컨 말이, 치즈  주먹밥 튀김
 

Cold Antipasto - $17.95 - 콜드 안티파스토 

A Smorgasbord of Italian Meats & Cheeses over Mixed Greens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프로슈토, 생 모짜렐라 치즈, 구운 피망과 야채 믹스
 

Arancini (3 Riceballs) - $14.95 - 아란치니 

토마토 소스 곁들인 치즈 주먹밥튀김 3개 

 

The Best Mussels At The Market - $18.95 – 머쓸 

(Available in Garlic White Wine, Sweet Red or Spicy Red) 

홍합탕 (마늘 와인 소스, 토마토 소스 or 매콤한 토마토 소스)

Bacon Wrapped Scallops - $18.95 –  베이컨 랩 스캘럽
관자 베이컨 말이
 

Franco’s Italian Fries - $9.95 (Great for Sharing!) - 이탈리안 프라이즈
Skin on Fries, Bacon, Melted Italian Cheese with Ranch Dressing

베이컨, 이탈리안 치즈와 렌치 소스 얹은 생 감자튀김
 

Traditional Garlic Bread - $4.95 - 갈릭 브레드
마늘 빵
 

Chicken Wings (6) - $13.95 - 치킨 윙 6개
Chicken Wings (12) - $19.95 - 치킨 윙 12개
Chicken Tenders - $10.95 – 치킨 텐더 

Available in Buffalo, BBQ or Sweet N Spicy.  Served with Blue Cheese & Celery!

버팔로, 바베큐 or매콤달콤 양념 소스

SALADS – 샐러드

Famous Caesar Salad - $10.95 – 시저 샐러드
상추, 크루통, 파마산 치즈와 시저 드레싱으로 맛을 낸 샐러드

Franco’s Classic Combo Salad - $10.95 – 하우스 샐러드 

Mixed Lettuce, Tomato, Onions, Olives, Carrots, Cucumber & a Hot Pepper

상추, 토마토, 양파, 올리브, 당근, 오이, 고추와 비네그레트로 맛을 낸 샐러드

Seafood Salad - $18.95 – 시푸드 샐러드
Shrimp, Calamari, Octopus

새우, 문어, 오징어와 비네그레트로 맛을 낸 샐러드

Caprese Salad - $14.95 – 카프레제 샐러드
Tomato, Mozzarella, Roasted Peppers, Basil

토마토, 생 모짜렐라 치즈, 구운 피망과 바질로 맛을 낸 샐러드
 

Additional Salad Toppings – 샐러드 토핑
Grilled Chicken - $5.99 – 그릴 치킨
Grilled Shrimp (4) - $8.99 – 그릴 새우 (4개)

Grilled Salmon - $9.99 – 그릴 연어
Fresh Mozzarella - $4.99  – 생 모짜렐라 치즈

PASTAS – 파스타
 

Linguini Marechiara - $20.95 – 링귀니 마레끼아라
Shrimp & Clams in Light Tomato Sauce

새우와 조개로 맛을 낸 토마토 소스 파스타

Linguini White Clam Sauce - $19.95 - 링귀니 화이트 클램 소스
화이트와인으로 익힌 조개와 마늘로 맛을 낸 파스타

Spaghetti Carbonara - $18.95 -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Bacon & Onions in Cream Sauce

고소한 베이컨과 진한 크림맛을 느낄 수 있는 파스타

Penne Franco - $18.95 – 페네 프랭코
Penne Pasta with Broccoli, Sun Dried Tomatoes & Chicken in a Garlic Sauce

닭고기, 브로콜리와 햇볕에 말린 토마토로 맛을 낸 마늘 소스 파스타

Pasta Perfecto - $19.95 – 파스타 펄펙토
Spaghetti with Bacon, Chicken, Onions, Diced Tomatoes, Creamy Vodka Sauce

크림과 토마토 소스가 잘 어우러진 닭고기 베이컨 로제 파스타 

Fettucine Alfredo - $15.95 – 페투치네 알프레도
진한 크림 소스로 맛을 낸 파스타

Penne Vodka - $15.95 – 페네 보드카
크림과 토마토 소스가 잘 어우러진 로제 파스타

Meat Lasagna - $16.95 – 미트 라자냐
납작한 면 사이에 차곡차곡 쌓인 볼로네제 고기 소스와 치즈 오븐 파스타

Spinach Ravioli Creamy Pesto Sauce - $17.95 – 스피니치 라비올리 크리미 페스토
크림과 바질 페스토 소스가 잘 어우러진 시금치 치즈 만두 파스타
 

Spaghetti “Crab” Carbonara - $24.95 – 스파게티 크랩 까르보나라
Jumbo Lump Crab Meat, Bacon, Onions, Cream Sauce

신메뉴! 통통한 게살과 베이컨으로 맛을 낸 진한 크림 소스 파스타

CHICKEN – 닭고기

Parmigiana - $21.95 – 파미쟈나
토마토 소스와 생 모짜렐라 치즈 얹은 치킨가스
Francese - $21.95 – 프란체스
화이트와인 레몬 버터 소스
Marsala - $21.95 – 마르쌀라
버섯 마르쌀라 와인 소스
Scarpariello - $24.95 – 스까파리엘로
이탈리안 소세지와 고추로 맛을 낸 마늘 소스

50년의 내공이 느껴지는 정통적 파스타 &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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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Iron Seafood Paella

FRESH HOT PIZZA         Personal 12”      Family Size 16”

Mozzarella Cheese Pizza   $12.95   $15.95

모짜렐라 치즈 피자
Bianca White Pie    $14.95   $17.95

모짜렐라 & 리코타 치즈 크림 소스 피자
Margherita    $15.95   $18.95

마르게리따 피자 –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
3 Meat Pizza (Meatball, Sausage, Pepperoni) $15.95   $18.95

뜨리 미트 피자 – 소세지, 페퍼로니, 미트볼
Ham & Pineapple    $15.95   $18.95

햄 & 파인애플 피자
Breaded Chicken Vodka Pizza  $19.95   $22.95

치킨 보드카 피자 – 치킨가스, 크림 토마토 로제 소스
Buffalo Chicken Pizza   $19.95   $22.95

버팔로 치킨 피자
BBQ Chicken Pizza    $19.95   $22.95

바베큐 치킨 피자
Cheesesteak Pizza (Steak, Onions, Mozz) $19.95   $22.95

치즈 스테이크 피자
Shrimp, Garlic & Onion Pizza   $22.95   $25.95

새우, 마늘 & 양파

Square Nonna Pizza   $18.95   $22.95

논나 피자 – 모짜렐라, 토마토 소스, 파마산 치즈 , 바질 사각피자
Square Spinach & Artichoke Pizza  $19.95   $23.95

스피니치 & 아티초크 피자 – 시금치 & 아티초크 크림 소스  사각피자
 

Franco’s Flat Bread Pizza   $13.95   N/A

BEEF – 스테이크

14oz New York Strip Steak – 14oz 뉴욕 스트립 (채끝 등심 스테이크)

Oscar Style - $42.95 – 오스카 스타일
Jumbo Lump Crab Meat, Asparagus Tips, Grape Tomatoes, Garlic Sauce

통통한 게살,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곁들인 버터 소스
Steak N’ Shrimp Style - $37.95 – 스테이크 엔 쉬림프 스타일
그릴 새우 토핑
Gorgonzola Crusted - $33.95 – 고르곤졸라 크러스트
고르곤졸라 치즈 토핑
Marsala - $33.95 – 마르쌀라
버섯 마르쌀라 와인 소스

FRESH SEAFOOD – 해산물

 Franco’s Famous Mixed Fish Calabrese - $32.95 – 믹스 시푸드 깔라브리아 (나눠먹기 좋은 아이템)

Clams, Mussels, Scallops, Calamari & Shrimp in a Red Sauce

조개, 홍합, 관자, 오징어와 새우 곁들인 해물탕! (마늘 소스, 토마토 소스 or 매콤한 토마토 소스)

 

S.O.S Pasta - $28.95 – S O S 파스타
Shrimp, Octopus, Scallops (Mild or Spicy) over Fettuccine

새우, 문어, 관자 곁들인 토마토 소스 파스타 (보통 or 맵게)

 

Atlantic Salmon – 아틀란틱 살몬 (연어)

Oscar Style - $38.95 – 오스카 스타일
Lump Crab Meat, Asparagus, Tomatoes

통통한 게살,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곁들인 버터 소스
Francese Style - $32.95 – 프란체스
화이트와인 레몬 버터 소스
Fra Diavolo (SPICY) - $31.95 – 프라 디아블로
매콤한 토마토소스
 

Jumbo Shrimp – 쉬림프 (새우)

Oscar Style - $34.95 – 오스카 스타일
Lump Crab Meat, Asparagus, Tomatoes

통통한 게살,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곁들인 버터 소스
Francese Style - $28.95 – 프란체스
화이트와인 레몬 버터 소스
Fra Diavolo (SPICY) - $27.95 – 프라 디아블로
매콤한 토마토 소스
 

Dayboat Sea Scallops – 스캘럽 (관자)

Oscar Style - $40.95 – 오스카 스타일
Lump Crab Meat, Asparagus, Tomatoes

통통한 게살,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곁들인 버터 소스
Francese Style - $34.95 – 프란체스
화이트와인 레몬 버터 소스
Fra Diavolo (SPICY) - $33.95 – 프라 디아블로
매콤한 토마토 소스
 

Fresh Flounder – 플라운더 (가자미)

Oscar Style - $38.95 – 오스카 스타일
Lump Crab Meat, Asparagus, Tomatoes

통통한 게살,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곁들인 버터 소스
Francese Style - $32.95 – 프란체스
화이트와인 레몬 버터 소스
Fra Diavolo (SPICY) - $31.95 – 프라 디아블로
매콤한 토마토 소스

SIDES TO SHARE – 사이드 (나눠먹기 좋은 아이템)

Broccoli Rabe - $10.95 – 브로콜리니
Broccoli - $10.95 – 브로콜리
Spinach - $10.95 – 시금치
Asparagus - $11.95 – 아스파라거스
French Fries - $5.95 – 프렌치 프라이즈
 

All Entrees other than Pastas, Stuffed Pastas & Baked Pastas are served with a choice of Vegetable Medley

& Potato Croquet or a Side House Salad or Penne/Linguini Marinara unless otherwise mentioned in the

item’s description.  Any substitution of side dishes will incur an additional charge.

파스타 이외 메인 코스와 나오는 반찬은 야채 볶음과 감자 고로케, 하우스 샐러드 또나 페네/링귀니 

토마토 소스 파스타 중 선택 해주세요. 다른 아이템으로 대용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메뉴 가
격에 추가 됩니다.

VEAL – 송아지고기

Parmigiana - $26.95 – 파미쟈나
토마토 소스와 생 모짜렐라 치즈 얹은 송아지고기가스
Francese - $26.95 – 프란체스
화이트와인 레몬 버터 소스
Marsala - $26.95 – 마르쌀라
버섯 마르쌀라 와인 소스
Scarpariello - $29.95 – 스까파리엘로
이탈리안 소세지와 고추로 맛을 낸 마늘 소스

FRESH BAKED CALZONES - 칼존

Chicken Calzone (Parmigiana or Buffalo) $14.95

치킨 (파마쟈나 or 버팔로 소스)

Cheesesteak Calzone   $14.95

치즈 스테이크
3 Meat Calzone    $13.95

뜨리 미트 - 소세지, 페퍼로니, 미트볼
Spinach Calzone    $12.95

시긐치
Cheese Calzone    $11.95

모짜렐라 치즈

DESSERTS – 디저트 

Tiramisu

티라미수
Limoncello Cake

레몬첼로 케익
Homemade Zeppole (6 or 12)

제폴리 – 이탈리안 도넛 (6개 or 12개) 

Gelato Affogato (Vanilla Bean Ice

Cream Drowned in Espresso)

젤라토 아포가토 (에스프레소 얹
은 바닐라 젤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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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12.95

$6.95

Rustic Italian

Please Allow Ample Cook Time

Cast Iron Chicken Contadina for 2+ - $54.95

Free Range Chicken On The Bone, Italian Sausage, Baby Potatoes,

Peppers, Onions

Cast Iron Seafood Paella For 2+ - $74.95

Arborio Rice with Shrimp, Calamari, Scallops, Mussels, Clams,

Saffron, Peas & Mediterranean Fl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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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k Oscar Style

Homemade Zeppole

Margherita Pizz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