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stylish Japanese restaurant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traditional
Japanese serves authentic cuisine by famous chef called sushi king of Korea. 
Japanese style private dining rooms are available for business and family dining.

정통 일식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모던하고 트렌디한 일식 레스토랑“스시효(Sushi孝)”는

부모님께 올리는 음식을 만들 듯 정성껏 요리한 음식만을 제공하겠다는 요리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밥왕으로 불리는 안효상 셰프가 선사하는 스시 본연의 맛을 즐겨보십시오.



[원산지 표기]

광어: 국내산

도미: 국내산

장어: 국내산

고등어: 국내산

꽃게: 중국산

오징어: 국내산

쌀: 국내산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두부: 외국산 
  (대두 99%,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Lunch
Noon - 3pm



和コース Wa Course

진미 2종   珍味り二種
Two Kinds of Delicacies

제철 생선회   季節の刺身盛り合わせ
Seasonal Sashimi

맑은국   吸物
Clear Soup

계절요리   季節料理
Seasonal Dish

모둠 스시   寿司盛り合わせ
A Selection of Sushi

된장국   味噌汁
Soybean Paste Soup

셰프 추천 요리   本日の おまかせ
Chef’s Special Dish

소바 또는 우동   そば それとも うどん
Chilled Buckwheat Noodles or Udon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 90,000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上記金額は, 10％の税金が含まれた金額です。
10% tax has been added.

특정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食物アレルギーや食物過敏性のお客様はスタッフ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ませ。
Please inform us of any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孝コース Hyo Course

\ 65,000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上記金額は, 10％の税金が含まれた金額です。
10% tax has been added.

특정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食物アレルギーや食物過敏性のお客様はスタッフ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ませ。
Please inform us of any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진미 2종   珍味り二種
Two Kinds of Delicacies

모둠 스시Ⅰ   寿司盛り合わせ
A Selection of Sushi 

맑은국   吸物
Clear Soup

계절요리   季節料理
Seasonal Dish

모둠 스시Ⅱ  寿司盛り合わせ
A Selection of Sushi

된장국   味噌汁
Soybean Paste Soup

셰프 추천 요리   本日の おまかせ
Chef’s Special Dish

소바 또는 우동   そば それとも うどん
Chilled Buckwheat Noodles or Udon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ランチセット Lunch Set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上記金額は, 10％の税金が含まれた金額です。
10% tax has been added.

특정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食物アレルギーや食物過敏性のお客様はスタッフ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ませ。
Please inform us of any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대구지리 또는 매운탕 정식   鱈の鍋 定食
Cod in Hot Pot Set

진미 2종   珍味の二種
Two Kinds of Delicacies

제철 생선회   刺身盛り合わせ
Seasonal Sashimi

대구매운탕 또는 지리와 식사   鱈の鍋と御飯
Cod in Hot Pot & Rice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 53,000

도미머리조림 정식   鯛かぶと煮 定食
Braised Sea Bream Head Set

진미 2종   珍味の二種
Two Kinds of Delicacies

제철 생선회   刺身盛り合わせ
Seasonal Sashimi

도미머리 조림과 식사   鯛かぶと煮と御飯
Braised Sea Bream Head and Rice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65,000



ランチセット Lunch Set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上記金額は, 10％の税金が含まれた金額です。
10% tax has been added.

특정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食物アレルギーや食物過敏性のお客様はスタッフ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ませ。
Please inform us of any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연어 또는 삼치 구이정식    鮭それとも鰆 の焼き 定食
Grilled Salmom or Spanish Mackerel Set

진미 2종   珍味の二種
Two Kinds of Delicacies

제철 생선회   刺身盛り合わせ
Seasonal Sashimi

연어 또는 삼치 구이와 식사   鮭それとも鰆 の焼き と御飯
Grilled Salmom or Spanish Mackerel & Rice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 52,000

은대구 또는 메로 구이정식   銀鱈それともメロ の焼き 定食
Grilled Black Cod or Toothfish Set

진미 2종   珍味の二種
Two Kinds of Delicacies

제철 생선회   刺身盛り合わせ
Seasonal Sashimi

은대구 구이 또는 메로 구이와 식사   銀鱈それともメロ の焼き と御飯
Grilled Black Cod or Toothfish & Rice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58,000

회덮밥 정식   刺身丼  定食
Korean Style Shashimi on Rice 

진미 2종   珍味の二種
Two Kinds of Delicacies

한국식 회덮밥과 장국   刺身丼 と味噌汁
Shashimi on Rice & Bean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65,000



Dinner
6pm - 10pm



\ 115,000

孝コース Hyo Course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上記金額は, 10％の税金が含まれた金額です。
10% tax has been added.

특정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食物アレルギーや食物過敏性のお客様はスタッフ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ませ。
Please inform us of any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진미 3종   珍味り三種
Three Kinds of Delicacies

모둠 스시Ⅰ   寿司盛り合わせ
A Selection of Sushi

맑은국   吸物
Clear Soup

오늘의 요리   今日の料理
Today's Dish

모둠 스시 Ⅱ   寿司盛り合わせ
A Selection of Sushi

꽃게 된장국   カニ味噌汁
Soybean Paste Soup with Blue Crab

특선요리   特選料理
Speacial Dish

소바 또는 우동   そば それとも うどん
Chilled Buckwheat Noodles or Udon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鮮コース Sun Course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上記金額は, 10％の税金が含まれた金額です。
10% tax has been added.

특정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食物アレルギーや食物過敏性のお客様はスタッフ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ませ。
Please inform us of any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 143,000

진미 3종   珍味り三種
Three Kinds of Delicacies

제철 모듬생선회   季節の刺身盛り合わせ
Seasonal Assorted Sashimi

맑은국   吸物
Clear Soup

특선요리   特選料理
Speacial Dish

모둠 스시   寿司盛り合わせ
A Selection of Sushi

꽃게 된장국   カニ味噌汁
Soybean Paste Soup with Blue Crab

셰프 추천 요리   本日の おまかせ
Chef’s Special Dish 

소바 또는 우동   そば それとも うどん
Chilled Buckwheat Noodles or Udon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盡コース Jin Course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上記金額は, 10％の税金が含まれた金額です。
10% tax has been added.

특정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食物アレルギーや食物過敏性のお客様はスタッフ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ませ。
Please inform us of any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 165,000

진미 3종   珍味り三種
Three Kinds of Delicacies

제철 모듬생선회   季節の刺身盛り合わせ
Seasonal Assorted Sashimi

맑은국   吸物
Clear Soup

특선요리   特選料理
Speacial Dish

모둠 스시   寿司盛り合わせ
A Selection of Sushi

꽃게 된장국   カニ味噌汁
Soybean Paste Soup with Blue Crab

셰프 추천 요리   本日の おまかせ
Chef’s Special Dish 

지리 또는 매운탕    季節 鍋物
Clear Soup Nabe or Spicy Soup Nabe

디저트   デザート
Dessert



一 品 料 理 A La Carte

상기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上記金額は, 10％の税金が含まれた金額です。
10% tax has been added.

특정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食物アレルギーや食物過敏性のお客様はスタッフ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ませ。
Please inform us of any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모듬생선회   刺身の盛り合わせ
A Selection of Assorted Sashimi

모듬스시   寿司の盛り合わせ
A Selection of Assorted Sushi 

모듬튀김   揚物の盛り合わせ
Assorted Tempura

대구지리 또는 탕   鱈の鍋
Cod in Hot Pot

도미머리 조림    鯛かぶと煮
Braised Sea Bream Head 

은대구 또는 메로 구이   銀鱈 それとも メロの焼き
Grilled Black Cod or Toothfish

전복죽    あわびの粥
Abalone Rice Porridge

\ 100,000

85,000

55,000

53,000

65,000

58,000

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