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Our menu offers culinary creations by our 

Co-Founder, Philip Chiang, that are inspired 

by  the major regions of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Most of our dishes are cooked in a Northern-style 

Chinese wok fi red by a 900 degree fl ame which creates 

“wok hay” or “breath of wok.” Our unique smoky, 

caramelized fl avors and crispy textures can only be 

achieved using this age-old traditional technique.

Each dish is prepared to order using only the freshest, 

high-quality ingredients. We use fresh, never frozen 

chicken breast, pork loin and 

fl ank steak that are hand-trimmed each day 

in our kitchens.  

Each lettuce cup for our Lettuce Wraps is cut fresh by 

hand. Our dumplings, wontons, egg rolls 

and spring rolls are all crafted by hand daily.

Our Terra Cotta Warrior statues are interpretations of 

those unearthed in the ancient city of Xi’an, dating back 

to the 3rd century BC. Each of our hand-painted murals 

tells a story unique to each restaurant.

All Gluten Free items are served on a special plate with the P.F. Chang’s logo.  These menu items are either gluten free as prepared, or are modified to be gluten free. 
Products containing gluten are prepared in our kitchens. The following ingredients are used in P.F. Chang’s gluten free sauces: chicken broth, oyster sauce, rice wine, 
sugar, water, wheat free soy sauce and white pepper. The marinades for beef, pork, chicken, shrimp and scallops are gluten free and contain cornstarch. The soy sauce 

on the table is not gluten free. Please ask your server for our gluten free soy sauce.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Additionally,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special dietary need (e.g., 
gluten intolerance), please inform your server at the beginning of your visit. We will do our best to accommodate your needs. Please be aware that our restaurants use 

ingredients that contain all the major FDA allergens (peanuts, tree nuts, eggs, fish, shellfish, milk, soy and wheat).

*These items are cooked to order and may be served raw or undercooked. 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

WAIKIKI RESTAURANT
ROYAL HAWAIIAN CENTER

2201 KALAKAUA AVE, STE 116, HONOLULU,HI 96815
808.628.6760 / FAX 808.628.6764

WWW.PFCHANGSHAWAII.COM

예약 가능



NOODLES, MEINs & RICE  면/밥CHICKEN  닭고기 / 오리고기 트 BEEF &  PORK  쇠고기 / 돼지고기

VEGETARIAN  채소요리
SALADS  샐러드SOUPS  수프 SIDES  사이드 메뉴

SEAFOOD  해산물 요리

EGG DROP SOUP gf 
에그 드롭 수프 컵/보울  
전통적 애호 요리  Cup 5.99  Bowl 10.99

HOT & SOUR SOUP   
핫&사우어 수프 컵/보울  
닭고기, 두부, 죽순과 버섯에 매운 백후추와 식초가 
균형을 이룬 요리  
Cup 5.99  Bowl 10.99

WONTON SOUP  
원톤 수프 보울 
직접 만든 닭고기 수프에 돼지고기 원톤, 버섯, 
시금치, 마름, 닭고기와 새우를 넣은 요리.주문대로 
요리  Bowl 10.99  

CHICKEN CHOPPED SALAD 
치킨 샐러드 
그릴에 구운 닭고기와 하우스 채소에 생강 
드레싱을 뿌린 요리.가벼운 맛을 원하시면, 세사미 
비네그레트 드레싱을 뿌려 보십시오  14.50

CHANG’S SPICY CHICKEN   gf 
CHANG스파이시 치킨 
달콤한 쓰촨 소스를 가볍게 뿌려 볶은 요리. 
항상 사랑받는  Chang의 제네랄 죠의 치 
18.99

CRISPY HONEY CHICKEN 
크리스피 하니 치킨 
바삭거리는 쌀국수 위에 달콤하고 맛나는 
소스를 가볍게 뿌려 제공되는 요리 18.50

CHANG’S KUNG PAO CHICKEN    
쿵파우 치킨 
땅콩, 칠리 페퍼와 봄양파로 빨리 볶은 요리. 
인기 있는 매운 음식  18.99

SESAME CHICKEN   gf  
세사미 치킨  
매운 참깨 소스에 부드러운 닭고기, 브로콜리, 
빨간 피망과 양파를 넣어 만든 요리 18.99

SWEET & SOUR CHICKEN  
스윗&사우어 치킨 
파인애플, 피망, 양파, 설탕에 조린 생강을 
스윗&사우어 소스에 볶은 닭고기 요리 18.50

ALMOND & CASHEW CHICKEN 
아몬드&캐슈 치킨 
피망, 양파, 버섯, 셀러리, 죽순과
마름을 마늘 간장 소스에 볶은 요리 18.50

ORANGE PEEL CHICKEN   
오렌지 치킨 
칠리 페퍼와 신선한 오렌지 껍질을 뿌려 맵고, 
새콤한 맛이 어우러진 요리合  18.99

GINGER CHICKEN WITH BROCCOLI gf 
브로콜리를 곁들인 진저 치킨 
막 찐 브로콜리 위에 내는 광둥 스타일로 
제공  18.99

COCONUT CURRY CHICKEN   
코코넛 커리 치킨   
볶은 치킨과 야채가 맛있는 커리소스와 
코코넛 밀크, 피넛이 어우러진 요리입니다  
18.99

VIP DUCK 
VIP오리고기 
달콤한 간장 자두 소스를 발라 광둥 스타일로 
제공되는 부드러운 오리 반마리 요리. 
플랫브레드, 봄양파 및 오이와 제공  24.99

MONGOLIAN BEEF 
몽골리안 비프  
봄양파와 마늘을 넣고 빠르게 요리한 대표적인 
쇠고기 요리  20.99

BEEF WITH BROCCOLI gf 
브로콜리 비프  
찐 브로콜리를 뿌린 광둥 스타일 요리  19.50

PEPPER STEAK   gf 
페퍼 스테이크  
홍피망, 청피망, 노란 양파, 마늘과 후추를 넣고 빠르게 
요리한 스테이크 18.99

ASIAN MARINATED NEW YORK STRIP* 
아시아 스타일로 양념한 뉴욕 스트립*   
그릴에 구운 12 oz 버섯과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여 
미디엄 레어로 서빙 되는 뉴욕 스트립 29.99

BEEF Á LA SICHUAN   gf 
비프 아라 쓰촨  　
잘게 썬 샐러리와 당근이 곁들어진 바삭바삭한 비프 
스트립. Chang의 가장 매운 쇠고기 요리  19.99 

WOK-CHARRED BEEF   
웍차드 비프  
버섯과 달콤한 피망을 넣어 만든 쇠고기 요리 19.99 

SWEET & SOUR PORK  
스윗&사우어 포크  
달콤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진 돼지고기 요리. 
파인애플, 피망, 양파와 설탕에 조린 생강을 넣고 볶은 
부드러운 돼지고기 요리

OOLONG MARINATED CHILEAN SEA BASS* 
우롱차에 재운 농어*  
우롱차에 담근 생선을 구워 달콤한 생강 
간장과 시금치를 곁들여 낸 요리  29.99

GARLIC PRAWNS 
갈비 찜   
갈비에 달콤한 간장양념과 생강, 마늘 
그리고 대파를 넣어 부드러워질때까지 푸욱 
요리하였습니다 24.99

CRISPY HONEY SHRIMP 
크리스피 하니 슈림프   
감칠나는 소스를 가볍게 뿌린 
새우 요리 20.99

KUNG PAO SHRIMP    
쿵 파 새우  
땅콩, 칠리 고추, 부추 와 튀김 볶음 20.99 

SHRIMP WITH CANDIED WALNUTS 
설탕에 졸인 호두와 제공되는 슈림프    
허니듀 멜론으로 만든 크림소스를 곁들인 
요리, 매운 요리와 함께 먹기 좋은 최고의 
콤비네이션  20.99

COCONUT CURRY SHRIMP 
코코넛 커리 새우    
볶은 새우와 야채가 맛있는 커리소스와 코코넛 
밀크, 피넛이 어우러진 요리입니다 19.99

MAHI MAHI* 
마히-마히*    
 레몬그래스 마늘 소스를 발라 
그릴에 구운 즙이 많은 흰 생선 요리  
(고수잎을 넣은 밥과 함께 서빙)  25.99

ORANGE PEEL SHRIMP   gf 
오렌지 필 슈림프 
매운 칠리와 신선한 오렌지 껍질을 뿌린 새우 
요리  20.99

ASIAN GRILLED NORWEGIAN SALMON* gf 
아시아 스타일 그릴 연어*   
신선한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어 낸 향긋하게 
그릴에 구운 연어 요리 25.99

FRIED SNAPPER* 
튀긴 도미   
야채와  버섯을 함께 튀긴 후 살짝 매콤한 
소스가 뿌려져있습니다 29.99

P.F. CHANG’S FRIED RICE gf 
P.F. CHANG 볶음밥   
계란, 간장, 잘게 썬 봄양파와 함께 웍에 볶은 
밥 요리. 쇠고기, 닭고기, 새우 중에 선택。可配
以牛肉、猪肉、鸡肉或虾
Choice of beef, pork, chicken or 
shrimp 14.50  Combo 15.99

KIM CHEE FRIED RICE 
김치 볶음밥  
매콤 달콤한 고추장 소스와 현지에서 담근 김치를 
잘라 볶았습니다. 그 위에 살짝 익힌  두개의 
계란이 얹혀져 있습니다 15.99

LO MEIN 
로메인   
채소와 면을 볶은 요리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또는 채소 중에 선택 
Choice of beef, pork, chicken, shrimp 
or vegetable 15.99  Combo 16.99

SINGAPORE STREET NOODLES 
싱가포르 스트릿 누들
아시아의 “길거리 음식” - 카레 소스에 새우, 
닭고기와 쌀국수를 넣고 만든 볶음 요리  15.99

DAN DAN NOODLES   
단단 누들  
닭고기 간 것을 봄양파, 마늘과 칠리 소스와 볶아 
뜨거운 에그 누들 위에 올려 낸 요리.잘게 썬 
오이와 콩나물을 곁들임 16.99

COCONUT CURRY VEGETABLES   gf 
코코넛 커리 베지터블    
볶은 야채, 바삭하고 부드러운 두부와 피넛이 
커리파우더와 코코넛 밀크 소스와 어우러진 
요리입니다  12.95

BUDDHA’S FEAST   
부처 축제 
여러가지 채소와 함께 오향 소금으로 간을 한 
또는 볶음 요리 11.99 

MA PO TOFU     gf 
마포 두부  
쓰촨의 유명한 요리로 채소 소스로 만든 바삭거리는 
부드러운 두부에 찐 브로콜리를 곁들여 내는 요리 

13.50

VEGETARIAN FRIED RICE   
채소 볶음밥 
맛있는 채소 소스에 볶음밥  14.50

SPICY GREEN BEANS     
스파이시 그린빈  7.99

WOK-SEARED MUSHROOMS     
웍 시어드 버섯 7.99

SPINACH STIR-FRIED WITH GARLIC    
마늘과 볶은 시금치 7.99

SICHUAN-STYLE ASPARAGUS    
쓰촨 스타일 아스파라거스  7.99

SHANGHAI CUCUMBERS   gf 
상하이 오이  7.99

 Spicy      Vegetarian     gf Gluten Free

HANDMADE DUMPLINGS    
덤플링  
돼지고기 또는 채소 10.99  

SEARED TUNA TATAKI* 
시어드 아히 튜나*
스시 팬을 위한 스시 등급 요리. 매운 겨자 및 
신선한 채소와 함께 차갑게 제공  11.99

DYNAMITE SHRIMP OR CHICKEN   
다이나마이트   
바삭한 새우 혹은 톡쏘는 제스티소스에 
버무린 치킨 치킨 새우 
Chicken 12.99  Shrimp 13.99

NORTHERN STYLE SPARE RIBS 
노던 스타일 스페어 립
오향 소금과 함께 제공되는 웍에 푹 삶은 
부드러운 갈빗살 요리 12.99

CHANG’S BBQ SPARE RIBS 
CHANG 스페어 립
Chang 바베큐 소스를 발라 웍에 
빨리 구운 갈빗살 요리  12.99

CRISPY GREEN BEANS   
크리스피 그린빈
한 번 맛들이면 감자칩보다 
더 자주 찾게 되는 요리  10.99

CHANG’S CHICKEN LETTUCE WRAPS gf 
CHANG치킨 레터스 랩 
Chang의 대표 에피타이저- 종종 
다른 식당에서 모방하나 결코 같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12.99

CHANG’S VEGETARIAN LETTUCE WRAPS  
CHANG채소 레터스 랩 
닭고기 대신 두부로 만든,채식주 의자를 위한 특별한 
에피타이저 12.99

HAND FOLDED CRAB WONTONS
크랩 완톤
매운 자두 소스와 제공  11.99  

HOUSE MADE EGG ROLLS 
에그롤
간이 된 돼지고기와 채소를 손으로 말아 만든 
요리.쌍으로 제공, Chang의 특별한 스윗&사우어 
겨자 소스를 곁들이면 맛이 완벽한 전통 요리  
8.50

VEGETABLE SPRING ROLLS    
스프링 롤   
매일 신선하게 준비하는 전통적 애호 요리
(2) 6.99  (4) 10.50

SALT & PEPPER CALAMARI 
쏠트&페퍼 칼라마리
봄양파, 소금과 후추를 뿌린 칼라마리 요리 11.99

appetizers  전채요리/스몰 플레이트  

KOREAN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