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NCH BENTO SET

전복 보리죽

Abalone Barley Porridge

미오 도시락

MIO Bento Box

*5 가지 전채 요리 / 사시미 / 민물 장어구이 / 산초향 항정살 수육

*5 seasonal Bites / Sashimi / Grilled Unagi / Sancho Flavored Steamed Pork Neck 

초당 옥수수 솥밥

Summer Corn Hot Pot Rice

미오 모나카 아이스크림

MIO Monaka Ice Cream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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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CH COURSE

3 가지 전채 요리

3 Seasonal Bites

사시미

Sashimi

민물 장어구이

Grilled Unagi

남해 보리멸

Deep Fried Japanese Whiting from Namhae

냉 마제소바, 우니, 토마토 소스 & 후토마키 (1pcs)

Cold Maje Soba, Sea Urchin, Tomato Sauce & Futomaki

Or

모둠 스시 (5pcs), 미소 장국

Assorted Sushi, Miso Soup

미오 모나카 아이스크림

MIO Monaka Ice Cream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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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A CARTE

80,000

40,000

40,000

25,000

40,000

60,000

모둠 스시 (10pcs)

Assorted Sushi

미오 하코 스시 (8pcs)

MIO Hako Sushi

후토마키 (6pcs)

Futomaki

어린이 마키 (8pcs)

Kids Maki Roll

냉 마제소바, 우니, 토마토 소스

Cold Maje Soba, Sea Urchin, Tomato Sauce

민물장어 덮밥

Grilled Unagi o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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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SERT

미오 모나카 아이스크림

MIO Monaca Ice Cream

과일

Fruits

10,000

1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