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 味

5 가지 전채 요리

5 Seasonal Bites

사시미

Sashimi

완두콩 냉수프, 달걀 두부, 보리 새우

Cold Green Peas Soup, Egg Tofu, Kuruma Shrimp 

아나고 산도

Anago Sando

냉우동, 영귤

Cold Udon, Citrus Sudachi

은어구이, 미소 가지구이

Grilled Sweetfish, Miso Glazed Grilled Eggplant

초당 옥수수, 민어 솥밥

Summer Corn, Croaker Fish Hot Pot Rice
고성 우니 추가 시 +15,000원 (1인 기준)

Add the Sea Urchin from Goseong +15,000 KRW (per person)

과일

Fruits

여름 디저트

Summer Dessert 

쿠즈키리와 차

Kuzukiri and Tea 

140,000

2인 이상 주문 가능

Course menu is served for minimum order of two persons

미오에서는 국내산 - 광어, 조피볼락, 장어, 낙지, 주꾸미, 고등어, 아귀, 갈치, 오징어, 꽃게,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두부(콩),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생가다랑어 / 스페인산 - 참다랑어 / 일본산 - 도미, 가다랑어포 / 러시아산과 국내산을 섞은 명란만을 사용합니다.

음식 관련 알레르기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let our staff know before ordering.

All prices are including 10% VAT. 



O 晤

5 가지 전채 요리

5 Seasonal Bites

사시미

Sashimi

완두콩 냉수프, 달걀 두부, 보리 새우

Cold Green Peas Soup, Egg Tofu, Kuruma Shrimp

한우 1++ 살치살구이, 미소 가지구이

Grilled Hanwoo Beef 1++ Chuck Tail Flap, Miso Glazed Grilled Eggplant

냉우동, 영귤

Cold Udon, Citrus Sudachi

이세에비, 사이쿄 미소, 비스크 소스, 우니

Crayfish, Saikyo Miso, Bisque Sauce, Sea Urchin

트러플 민물 장어 솥밥

Unagi, Summer Truffle Hot Pot Rice
고성 우니 추가 시 +15,000원 (1인 기준)

Add the Sea Urchin from Goseong +15,000 KRW (per person)

과일

Fruits

여름 디저트

Summer Dessert 

쿠즈키리와 차

Kuzukiri and Tea 

170,000

2인 이상 주문 가능

Course menu is served for minimum order of two persons

미오에서는 국내산 - 광어, 조피볼락, 장어, 낙지, 주꾸미, 고등어, 아귀, 갈치, 오징어, 꽃게,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두부(콩),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생가다랑어 / 스페인산 - 참다랑어 / 일본산 - 도미, 가다랑어포 / 러시아산과 국내산을 섞은 명란만을 사용합니다.

음식 관련 알레르기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let our staff know before ordering.

All prices are including 10% VAT. 



COLD

36,000

25,000

40,000

40,000

80,000

150,000

5 가지 한입 요리

5 Seasonal Bites

어린이 마키 (8pcs)

Kids Maki Roll

미오 하코 스시 (8pcs)

MIO Hako Sushi

후토마키 (8pcs)

Futomaki

모둠 스시 (10pcs)

Assorted Sushi

모둠 사시미 (21pcs)

Assorted Sashimi  

미오에서는 국내산 - 광어, 조피볼락, 장어, 낙지, 주꾸미, 고등어, 아귀, 갈치, 오징어, 꽃게,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두부(콩),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생가다랑어 / 스페인산 - 참다랑어 / 일본산 - 도미, 가다랑어포 / 러시아산과 국내산을 섞은 명란만을 사용합니다.

음식 관련 알레르기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let our staff know before ordering.

All prices are including 10% VAT. 



HOT

50,000

60,000

80,000

80,000

모둠 텐푸라

Assorted Tempura

은어구이, 미소 가지구이

Grilled Sweetfish, Miso Glazed Grilled Eggplant

한우 1++ 살치살구이 (100g), 미소 가지구이

Grilled Hanwoo Beef 1++ Chuck Tail Flap,

Miso Glazed Grilled Eggplant

트러플 민물 장어 솥밥 2인

Unagi, Summer Truffle Hot Pot Rice for two

고성 우니 추가 시 +30,000원

Add the Sea Urchin from Goseong +30,000 KRW 

DESSERT

10,000

15,000

15,000

15,000

미오 모나카 아이스크림

MIO Monaka Ice Cream

과일

Fruits

수박 그라니타, 캐러멜 푸딩

Water Melon Granita, Caramel Pudding

시소 소르베, 솔티드 캐러멜 크림 슈

Siso Sorbet, Salted Caramel Cream Choux 

미오에서는 국내산 - 광어, 조피볼락, 장어, 낙지, 주꾸미, 고등어, 아귀, 갈치, 오징어, 꽃게,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두부(콩),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생가다랑어 / 스페인산 - 참다랑어 / 일본산 - 도미, 가다랑어포 / 러시아산과 국내산을 섞은 명란만을 사용합니다.

음식 관련 알레르기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f you have any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please let our staff know before ordering.

All prices are including 10% V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