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inawa

오키나와 이자카야는 
일식 전문 셰프가 엄선한 최고의 재료만을 
이용하여 고품격 전통 일식을 선보입니다.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잣,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등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시미

일품요리

구이와 조림요리

튀김요리

나베요리

간단한 식사

주류

SASHIMI 

A LA CARTE

FRIED DISH

GRILLED & BRAISED DISH

NABE DISH

A LIGHT MEAL 

BEVERAGE

10% tax has been added.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시미 모리아와세
Sashimi Moriawase

�인 ��,���

�인 ��,���

연어 사시미  ��,���
Salmon Sashimi 

사시미
Sashimi 

일품요리
A La Carte

소고기 숙주 볶음
Stir-fried Beef and Bean Sprouts 

��,���

전복 버터구이 ��,���
Grilled Abalones with Butter

계절에 따라 메뉴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미머리조림
Braised Sea Bream Head 

��,���

메로 구이  ��,���
Grilled Toothfish

메로 조림  ��,���
Braised Toothfish

구이와 조림요리
Grilled & Braised Dish

튀김요리
Fried Dish

치킨 가라아게
Chicken Karaage

��,���

감자 고로케 ��,���
Potato Korokke

카키후라이 ��,���
Fried Oyster

조리 시간이 ��~��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스지 오뎅탕
Steamed Fish Cake with Tendon Soup

��,���

관동식 스키야키 나베  ��,���
Sukiyaki

우동사리 �,���

육수추가 �,��� (야채포함)

계란추가 (�ea) �,���

나베요리
Nabe Dish

간단한식사
A Light Meal 

새우 튀김 우동
Deep-Fried Shrimp Udon

��,���

후토마키 �/� ��,���
Futomaki

소고기(미국산), 닭고기(브라질산), 도미(국내산), 광어(국내산), 고등어(국내산), 

혼마구로 적신(원양산), 혼마구로 도로(원양산), 쌀(국내산), 콩(외국산)

원산지

추가메뉴

식사는 주메뉴 주문 후 가능합니다.



  �,��� ���ml

 ���ml

 
 ���ml  ��,���

 ��,���

기린 생맥주
KIRIN Draft Beer

아사히 병맥주
Asahi Beer

삿포로 병맥주
Sapporo Beer

맥주
Beer

  �,���  ���ml

  ���ml

 
���ml �,���

 �,���

콜라
Cola

사이다
Cider

토닉워터
Tonic Water

음료
Beverage

 

  
 

화요 ��도
Hwayo �� º

 ���ml  ��,���
 

화요 ��도
Hwayo �� º

 ���ml  ��,���
 

(화요��도+토닉워터+얼음+레몬)

(화요��도+토닉워터+얼음+레몬)

 

언더락 세트
On the Rock Set

��,���

��,���

  

추사백
Chu sa baek

 ���ml ��,���

�,���레몬 슬라이스 (�/�)
Lemon Slice

증류주
Distilled



 

 

��,���

��,���

���,���

���,���

 Light  Heavy

Italy 깐띠네 포베로, 모스카토 다스티 
Cantine Povero, Moscato D'asti 

Sweet  Dry

  Light  Heavy

Italy  꼬르베쪼 오가닉 프로세코 DOC 로제 엑스트라 드라이
Corvezzo ORGANIC PROSECCO DOC ROSE extra dry

Sweet  Dry

  Light  Heavy

France 보아랑 쥐멜 브뤼 트라디시옹 
Champagne Voirin-Jumel, Brut Tradition

Sweet  Dry

  Light  Heavy

Spain 보데가 피놀드 디봉 까바 브뤼
Dibon CAVA Brut Reserve

Sweet  Dry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
Champagne & Sparkling Wine

 

 
���,���

 Light  Heavy

France 페랑 에 피스 샤또네프 뒤 빠쁘 레 시나르
Chateauneuf du Pape Les Sinards ����

Sweet  Dry

 
���,���

 Light  Heavy

Chile 에라주리즈, 돈 막시미아노 
Don Maximiano, Errazuriz ����

Sweet  Dry

 
��,���

 Light  Heavy

Australia 쉴드 에스테이트 쉬라즈
Schild Estate Shiraz

Sweet  Dry

레드 와인
Red Wine



 

 

 
��,���

 Light  Heavy

France 루이 라뚜르 샤르도네
Chardonnay, Louis Latour 

Sweet  Dry

화이트 와인
White Wine

��,���

 Light  Heavy

France 까땅 알자스 피노 그리 (오렌지)
Cattin Alsace Pinot Gris (Orange)

Sweet  Dry

 
��,���

 Light  Heavy

Spain 가르나챠 블랑코
Garnacha Blanca, Secastilla

Sweet  Dry

 
���,���

 Light  Heavy

Australia 쿠눈가 힐 샤르도네이 
Chardonnay, Koonunga Hill, Penfolds

Sweet  Dry

 
���,���

 Light  Heavy

New Zealand  워번 스톤 피노 그리
Pinot Gris, Woven Stone  

Sweet  Dry

 
���,���

 Light  Heavy

France 샤또 몽페라 블랑
Chateau Mont Perat Blanc

Sweet  Dry

 
���,���

 Light  Heavy

France 알자스 게부르츠트라미너 그랑 크뤼 하취부르그
Joseph Cattin, Alsace Gewurztraminer Grand Cru Hatschbourg

Sweet  Dry

 
���,���

 Light  Heavy

USA 파니안테 샤르도네이
Chardonnay, Far Niente

Sweet  Dry

 
���,���

 Light  Heavy

France 샤토 쉬디로
Chateau Suduiraut, LIONS 

Sweet  Dry

 
���,���

 Light  Heavy

USA 월터 한셀 샤로도네이
Chardonnay, Walter Hansel Estate 

Sweet  Dry



 

준마이 다이긴죠
純米大吟醸

���,���죠젠미즈노고토시 준마이다이긴죠

쌀의 순수 중심 부위만을 사용해 주조한 최고 품질의 죠젠미즈노고토시 입니다. 죠젠미즈노고토시는 매우 
정성스럽게 주조되며, 저온에서 오랜 시간 발효되어 풍부하고 상큼한 맛과 함께 우아한 향이 더욱 진합니다.

上善如水純米大吟釀

 Light  Heavy Sweet  Dry

  ���ml

사 케

���,���닷사이 준마이 다이긴죠 ��

야마다니시키를 45% 정미하여 빚어낸 준마이 다이긴죠로 균형미 있는 향과 깔끔한 감칠맛, 적당한 단맛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닌, 맛을 즐기기 위한 술을 목표로 하는 제조사의 집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獺祭純米大吟醸��

 Light  Heavy Sweet  Dry

  ���ml

���,���쿠란쇼 준마이다이긴죠

열처리 하지않고 와리미즈도 하지않은 술의 가운데부분만 모아서 담은 술로써 너무나 맛있는 이런 술의 맛을  많은 사람들이
느껴보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술을 담았습니다. 깔끔한 메론과 배와같은 긴죠향에 더해지는 나마사케의 후레쉬함, 꽉 찬
바디감 그 뒤에 느껴지는 깔끔한 목넘김이 일품입니다.

くらんしよ 純米大吟釀 生原酒 中取り

 Light  Heavy Sweet  Dry

  ���ml

��,���미나토야 토스케 준마이다이긴죠
���� 일본 칸슈 콘테스트 프리미엄 칸슈 부분 금상!

시라타키 주조의 초대 토우지의 이름을 붙인 사케로 시라타키 주조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 만든 사케입니다.
미세한 신맛에는 복잡한 성질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아한 사케가 생산됩니다. 

湊屋藤助 純米大吟釀

 Light  Heavy Sweet  Dry

  ���ml



 

준마이
純米

��,���갓산 사사라츠키

저도수/스위트타입으로써, 술에 약한 여성분 또는, 식전주나 디저트로 권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인공적으로
첨가된 것과는 다른 쌀에서 유래한 부드러운 곡물 계열 단맛과 잔잔한 감칠맛 그리고 여운이 특징입니다. 

月山 ささら月

 Light  Heavy Sweet  Dry

  ���ml

��,���상선여수 준마이

쌀 본래의 감칠맛이 살아있는 깔끔한 맛과 신선한 사과같은 상쾌한 향이 살아있는 카라구치 타입의 사케로
맛의 임팩트가 있어 튀김요리나 맛이 진한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준마이슈 입니다.

上善如水 純米

 Light  Heavy Sweet  Dry

  ���ml
����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준마이 부분 대상!

��,���준마이슈 이타루

니가타현 사도섬의 가장 작은 양조장 헨미주조의 대표 준마이입니다. 고햐쿠만고쿠를 60%까지 깎아 빚어낸
니가타다운 깔끔하고 맑은 맛 속에 충실한 감칠맛과 깊이까지 담아내 이른바 니가타 탄레이와 궤를 달리하며
탄레이 우마구치라는 유니크한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실력파 레이블입니다. 

純米酒至

 Light  Heavy Sweet  Dry

  ���ml

��,���가산류 타마시이 준마이

야마가타를 대표하는 품종 가운데 하나인 데와노사토를 사용해 긴죠, 다이긴죠와 동일한 양조프로세스를 적용,
가산류 특유의 섬세하고 세련된 맛을 한 단계 높게 재현해 화사한 향미와 경쾌하고 매끄러운 질감, 투명감있는 맛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의 가산류 시리즈에선 상상하기 어려웠던 ‘데운 술’로 즐기기에도 적합한 주질이 특징입니다. 

雅山流魂 純米酒

 Light  Heavy Sweet  Dry

  ���ml



 

준마이 긴죠
純米吟醸

���,���시쿤 준마이긴죠 골드피쉬

돗토리현산 효모 2가지를  독자적인 비율로 블랜딩해 감칠맛이 좋은 준마이긴죠로 만들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깔끔하고 경쾌하게 마실 수 있는 나마타입의 사케로 적당한 단맛과 신맛이 특징입니다. 

此君 純米吟醸 金魚ラベル

 Light  Heavy Sweet  Dry

  ���ml

���,���시쿤 준마이긴죠 실버

자몽과 같은 향과 단맛, 신맛, 쓴맛이 특징인 경쾌한 느낌의 준마이긴죠입니다.

此君 純米吟醸 銀ラベル

 Light  Heavy Sweet  Dry

  ���ml

��,���백컨트리 프로토 타입 ��� 나카토리 (미탄산사케)

시라타키 주조에서 처음으로 만든 모던 타입의 사케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아 프로토타입이라고 붙였습니다.
나카토리로 가장 맛있는 부분만 담은 사케입니다. 

BACK COUNTRY ���中取り

 Light  Heavy Sweet  Dry

  ���ml

소 츄
焼酎

��,���이이찌고 실루엣 (보리소주)

일본 소주 시장의 3대 브랜드 중 하나인 이이치고의 가장 인기 있는 보리소주로,
가볍게 칵테일이나 언더락 등으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いいちこシルエット

  ���ml

���,���이이찌고 후라스코 (보리소주)

30도의 고도주지만 부드럽고 은은향 향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프리미엄 소주.
언더락이나 미즈와리로 마시면 좋습니다. 

いいちこフラスコボトル

  ���ml

���,���유메치요 보쵸 (쌀소주)

쌀 특유의 향과 맛을 잘 살린 본격 쌀 소주입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맛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일본 전통 스타일의 소주입니다. 

  ���ml

���,���코쿠오 (고구마 소주)

흑왕은 황금천관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제조법인 흑누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압 증류방식을 사용하여 
검은 누룩의 고소한 풍미, 상압증류의 감칠맛과 적당한 얼큰한 맛이 후련함을 연출합니다. 

芋焼酎 黒王 黒麹仕込

米焼酎 夢千代慕情 ��度

  ���ml



리큐르
リキュール

도쿠리
とくり

하이볼
ハイボール

��,���도쿠리 (카라구치 잇콘)

밑술의 발효를 높이는 오단 담글을 채용하여 뒷맛이 깔끔한 강한 카라구치 맛의 술입니다.
강한 카라구치만의 상쾌한 맛과 향, 깔끔한 감칠맛을 느끼 실 수 있습니다. 

とくり (辛口一献) 

  ���ml

��,���도쿠리 (하쿠쯔루마루 원컵)

마루는 ‘동그라미’를 뜻합니다. 이 사케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가 완만한 원처럼 화합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일본에서 보통주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 브랜드로 마일드한 맛과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사케로, 요리 맛을 살려줍니다.

白鶴 サケカップ まる

���ml

��,���산토리 하이볼
サントリーかくびん ハイボール 

��,���유자 하이볼
柚子 ハイボール 

��,���도쿠리 (츠루우메유즈)

천연 유자 과즙이 50% 이상 함유되었으며, 냉장 환경에서 천천히 숙성시켜 니혼슈와 배합하여 부드러운 맛을 내어 완성되었습니다.
상쾌하면서 부드럽고 유자 특유의 진한 향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술이 약한 사람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사케입니다.

とくり (鶴梅柚子)  

  ���ml

���,���츠루우메유즈 (유자사케)

천연 유자 과즙이 50% 이상 함유되었으며, 냉장 환경에서 천천히 숙성시켜 니혼슈와 배합하여 부드러운 맛을 내어 완성되었습니다.
상쾌하면서 부드럽고 유자 특유의 진한 향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술이 약한 사람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사케입니다.

鶴梅柚子

  ���ml



��,���카이쿄 준마이다이긴죠

해산물이 유명한 시모노세키의 유일한 양조장인 시모노세키주조의 준마이다이긴죠입니다. 향을 억제하여 머스캣과 같은
과실류의 향기가 느껴지며, 입에 머금었을 때 쌀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시기 편하고 부드러운 술로 냉주부터 
약간 데운 술까지 폭넓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식중주로 추천드립니다. 

海響 純米大吟醸

  ���ml

��,���록카센 요이노묘조

전통적인 인기품종 미야마니시키를 사용해 주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록카센의 초인기 긴죠입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과 프레시한 풍미가 강조된 제품으로 임팩트가 강하지 않아 오래도록 즐겨도 입에 물리지 않습니다. 

六歌仙 酔いの明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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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 토쿠베츠준마이

타카를 대표하는 간판 준마이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산미, 프루티한 향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야마다니시키와 핫탄니시키를
함께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향, 이상적인 식중주로 유명한 타카 특유의 절묘한 밸런스, 매끄러운 질감으로 오래도록 즐겨도
입에 물리지 않습니다. 

貴 特別純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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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코우 준마이

부드럽고 산뜻한 쌀 본연의 감칠맛과 잡미가 느껴지지않는 순수한 맛, 잘 숙성된 풍미가 매력적인 제품으로
오래 즐겨도 입에 물리지 않고, 동서양 요리 상관없이 좋은 궁합을 보여줍니다. 

東光 純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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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노가와 히야나마

열처리를 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있는 나마자케로 합리적이고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날 수 있으며, 니가타 최고의 
주조호적미 고햐쿠만고쿠를 65%까지 깎아 요시노가와의 맑고 깨끗한 맛에 더욱 신선한 풍미와 상쾌함, 
청량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吉乃川 冷や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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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요키쿠 혼죠조

양조장의 긴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묻어나는 키타주조의 레귤러 혼죠조입니다. 정통파 사케 특유의 그윽한 누룩향과 
편안한 감칠맛을 즐길 수 있으며 차갑게 즐겨도 좋지만, 가볍게 데웠을 때 더 깊어지는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御代菊 本醸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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