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오에서는 국내산 광어, 조피볼락, 장어, 전복, 낙지, 주꾸미, 고등어, 아귀, 갈치,

오징어, 꽃게, 생가다랑어, 우렁쉥이(멍게),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두부(콩),

쌀과 스페인산 참다랑어, 일본산 가다랑어포, 잿방어,

국내산 또는 일본산 참돔과 러시아산 명란을 사용합니다.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글루텐,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잣 등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hicken, Beef, Pork, Eggs, Milk, Buckwheat, Peanuts, Walnuts,

Soybeans, Wheat, Gluten, Mackerel, Crab, Shrimp, Squid, 

Shellfish(including Oyster, Abalone, Mussel), Peach, Tomato, Sulfites 

and Pine Nut can cause allergic symptoms.

Please let us know in advance if you have food allergies or dietary requirements.



LUNCH BENTO SET

원추리, 조개 오히타시

“Wonchuri” Clam Ohitashi

사시미

Sashimi

미오 도시락

MIO Bento Box

*5 가지 전채 요리 / 계절 생선구이 / 

1++ 한우 아롱사태 니코미 / 바라치라시

*5 Seasonal Bites / Grilled Seasonal Fish / 

1++ Hanwoo Beef Shank Nicomi / Bara Chirashi

미소장국

Miso Soup

미오 딸기 크림치즈 모나카

MIO Strawberry Cream Cheese Monaka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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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 제주 옥돔 찜

Steamed Jeju Tilefish with Sticky Rice

1++ 한우 안심카츠, 트러플

1++ Hanwoo Beef Tenderloin Katsu, Truffle

키조개, 타마고토지 소바 & 미니 바라치라시

Hot Soba with Pen Shell and Egg & Mini Bara Chirashi

Or

스시 (4 pcs), 후토마키 (1 pcs) & 미소장국

Sushi, Futomaki & Miso Soup

미오 딸기 크림치즈 모나카

MIO Strawberry Cream Cheese Monaka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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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25,000

50,000

90,000

45,000

60,000

60,000

70,000

80,000

토마토 샐러드

Tomato Salad

어린이 마키 (8 pcs)

Kids Maki Roll

후토마키 (8 pcs)

Futomaki

모둠 스시 (10 pcs)

Assorted Sushi

미니 우동 추가 시 +10,000

Add the Mini Udon + 10,000

키조개, 타마고토지 소바 & 미니 바라치라시

Hot Soba with Pen Shell and Egg & Mini Bara Chirashi

도미 지리나베

Sea Bream Chirinabe

민물장어 덮밥

Grilled Unagi on Rice

1++ 한우 안심 카츠

1++ Hanwoo Beef Tenderloin Katsu

모둠 버섯 솥밥 2인

Assorted Mushroom Hot Pot Rice fo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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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

15,000

미오 딸기 크림치즈 모나카 아이스크림

MIO Strawberry Cream Cheese Monaka Ice Cream

과일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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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