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ランチ
LUNCH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unch Special

일본 가정식 - 돈까스 정식 

Japanese Tray - Donkatsu

돈 등심 까스  Deep Fried Pork Cutlet with Vegetables

두부 튀김  Fried Tofu

고바치  Kobachi

재키 카레  Jacky Curry

고시히까리 진지  Miso Soup and Koshihikari Steamed Rice

일본 가정식 - 사케동 정식 

Japanese Tray - Sake Don

와사비 소스의 연어회  Salmon Sashimi with Wasabi Sauce

두부 튀김  Fried Tofu

고바치  Kobachi

재키 카레  Jacky Curry

고시히까리 진지  Miso Soup and Koshihikari Steamed Rice

* 평일 점심 특선 메뉴입니다.

22,000

22,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unch Special

미야비 벤또

Miyabi Bento

샐러드

Salad

생선회

Sashimi

생선조림

Braised Fish

계란 찜

Egg Custard

튀김

Tempura

고시히까리 진지

Miso Soup and Koshihikari Steamed Rice

(+ 10,000 Teppan Wagyu)

* 평일 점심 특선 메뉴입니다.

25,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unch Set A
Sushi 寿司   

계란 말이를 올린 샐러드

Egg Roll with Green Salad

계절 특선 사시미

Three Kinds of Sashimi

닭 꼬치구이

Chicken Yakitori

미야비 디럭스 스시

Miyabi Deluxe Sushi

튀김 소바

Soba Noodles with Tempura

오늘의 디저트

Today’s Dessert

39,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unch Set B
Wagyu 和牛   

연어 샐러드

Salmon, Green Salad 

계절 특선 사시미

Three Kinds of Sashimi

관자, 새우, 문어 야채 간장 버터구이

Soy Flavored Sauteed of Sea Scallop, 
Prawn, Octopus with Vegetables

졸인 밤을 넣은 계란 찜

Egg Custard with Braised Chestnut

와규 소고기 구이, 양파와 아스파라거스 

Teppan Grilled Wagyu Beef, Onion and 
Asparagus, Golden Sauce

온천 달걀을 넣은 소바

Onsen Tamago and Soba Noodles

오늘의 디저트

Today’s Dessert

59,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unch Set C
Omakase お任せ

오늘의 샐러드 

Chef’s Daily Salad 

홈메이드 고바치 2종

Two Kinds of Kobachi

주방장 계절 특선 사시미

Three Kinds of Seasonal Sashimi with Fresh Wasabi

해산물 구이

Hot Dish - Grilled Seafood

모둠 튀김 

Hot Dish – Chef’s Daily Tempura 

미야비 디럭스 스시와 마끼

Miyabi Deluxe Sushi Platter

소바

Soba Noodles

오늘의 디저트

Today’s Dessert

79,000
Minimum of 2 guests



ディナー
DINNER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inner Set A
Sushi 寿司

철판에 구운 닭고기 샐러드

Teppan Grilled Chicken with 
Sweet Teriyaki, Green Salad

계절 특선 사시미

Three Kinds of Sashimi

닭 꼬치구이

Chicken Yakitori

미야비 디럭스 스시

Miyabi Deluxe Sushi

튀김 대합 소바

Soba Noodles with Tempura, Clam Broth

오늘의 디저트

Today’s Dessert

55,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inner Set B
Wagyu 和牛

철판에 구운 닭고기 샐러드

Teppan Grilled Chicken with 
Sweet Teriyaki, Green Salad  

계절 특선 사시미와 모둠 스시

Three Kinds of Sashimi and Seasonal Sushi

관자, 새우, 문어 야채 간장 버터구이

Soy Flavored Sauteed of Sea Scallop, 
Prawn, Octopus with Vegetables

졸인 밤을 넣은 계란 찜

Egg Custard with Braised Chestnut

와규 소고기 구이, 양파와 아스파라거스 

Teppan Grilled Wagyu Beef, Onion and 
Asparagus, Golden Sauce 

튀김 대합 소바

Soba Noodles with Tempura, Clam Broth

오늘의 디저트

Today’s Dessert

75,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inner Set C
Omakase お任せ

오늘의 샐러드 

Chef’s Daily Salad 

홈메이드 고바치 3종

Three Kinds of Kobachi

주방장 계절 특선 사시미

Three Kinds of Seasonal Sashimi with Fresh Wasabi

해산물 구이

Hot Dish - Grilled Seafood

모둠 튀김 

Hot Dish – Chef’s Daily Tempura 

미야비 디럭스 스시와 마끼

Miyabi Deluxe Sushi Platter

소바

Soba Noodles

오늘의 디저트

Today’s Dessert

삿포로 生 또는 홈메이드 미야비 매실주 한잔 포함
Included Sapporo Draft or Homemade Plum Wine (Glass)

95,000
Minimum of 2 guests



シェフの特別料理
CHEF’S SIGNATURE CUISINE



Signature Dish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ppetizer  

폰즈 소스를 곁들인 사시미 샐러드     

Sashimi, Vegetables and 
Baked Seaweed with Ponzu Sauce

3종 달걀찜(표고버섯, 새우, 닭)     

Three Kinds of Egg Custard 
(Mushroom, Shrimp, Chicken)

와사비 소스의 참치와 아보카도

Tuna and Avocado with Wasabi Sauce 

달콤한 간장소스의 차돌박이 샐러드

Braised Beef Salad with Sweet Soy Sauce

19,000

15,000

15,000

15,000



Signature Dish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yabi Sashimi 

프리미엄 회 모둠     

Premium Sashimi Platter
Toro (3pcs), Tuna (3pcs), White meat fish (12pcs), 
Octopus (6pcs), Scallop (6pcs), Seasonal Sashimi (6pcs), Abalone 
(2ea), Live lobster (1ea)

디럭스 회 모둠        

Deluxe Sashimi Platter
Toro (3pcs), Tuna (3pcs), White meat fish (12pcs), Octopus (6pcs), 
Scallop (6pcs), Abalone (2ea)

150,000

100,000



Signature Dish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yabi Sushi 

Maki Rolls 

프리미엄 스시 모둠          

Premium Sushi Platter (20pcs)

디럭스 스시 모둠      

Deluxe Sushi Platter (15pcs)

스시 모둠  

Assorted Sushi Platter (10pcs)

캘리포니아 롤           

California Rolls (8pcs)

소고기 롤      

Beef Rolls (8pcs)

10,000

15,000

75,000

50,000

30,000



Signature Dish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Yakimono

Teppan 

은대구 구이            

Grilled Silver Cod 

연어 구이       

Grilled Salmon

와규 스테이크              

Grilled Teppan Wagyu Steak 

테바사키 - 닭 날개구이      

Tebasaki - Grilled Chicken Wing

45,000

30,000

45,000

30,000



Signature Dish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ushimono

Tempura 

새우 꼬치               

Prawn Kushi 

닭 꼬치       

Chicken Kushi

차 새우 튀김              

Prawn Tempura 

야채 튀김       

Vegetables Tempura

45,000

30,000

45,000

30,000



Signature Dish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ice & Noodles 

와규 스키야키 덮밥     

Wagyu Sukiyaki Don

참치, 연어 회 덮밥       

Tuan and Salmon Sashimi Don

대구 지리 또는 탕

Cod Hot Pot or Spicy Hot Pot 

전복 죽

Abalone Porridge

해산물 모둠 우동 냄비       

Assorted Seafood Udon Hot Pot

게살 철판 볶음밥 또는 소고기 철판 볶음밥 

Teppan Fried Rice with Crab Meat or Beef  

튀김 소바 또는 우동

Tempura with Soba Noodles or Udon Noodles

돈꼬츠 라멘

Tonkotsu Ramen

30,000

30,000

30,000

25,000

25,000

20,000

18,000

15,000





飲料
BEVERAGES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ake 

쿠보타 만쥬     

Kubota Manju, Niigata 

닷사이         

Datshai 50, Yamaguci 

초카이산

Chokaisan, Akita  

쿠보타 센쥬 

Kubota Senju, Niigata

이치노쿠라 히메젠         

Ichinokura Himezen, Miyagi

165,000

110,000

95,000

85,000

75,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ake 

남부비진      

Nambubijin, Iwatte 

메이보 요와노츠키         

Meibo Yowanotsuki, Aichi  

송죽매 미오

Songjukmae Mio, Kyoto 300ml   

텐쥬 준마이 

Tenju Junmai, Akita

스이진 준마이         

Suijin Junmai, Ibaraki

55,000

45,000

25,000

170ml : 20,000 / 220ml : 35,000

170ml : 20,000 / 220ml : 35,000



If you have allergic intolerance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inform our order taker
알러지나 식이요법이 있으신 분은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All prices are inclusive service charge and VAT
모든 금액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raft Beer 

구스 아일랜드     

Goose Island  

삿포로          

Sapporo  

국산 생맥주 

Cass, Max, Kloud

9,000

7,000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