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안내
일식당 ‘日出’에서는 국내산 쌀, 두부(콩), 넙치(광어), 참돔, 뱀장어,
오징어, 아귀, 주꾸미, 조피볼락, 고등어, 갈치를 사용하고
육수·소스에는 일본산 가다랑어를 사용합니다.

Chicken, Beef, Pork, Eggs, Milk, Buckwheat, Peanuts, Walnuts,
Soybeans, Wheat, Mackerel, Crab, Shrimp, Squid,
Shellfish (including Oyster, Abalone, and Mussel), Peach, Tomato,
Sulfites and Pine Nut can cause allergic symptoms.
Please let us know in advance if you have food allergies or dietary issues.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잣 等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 알러지가 있는 고객께서는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鶏肉 · 牛肉 · 豚肉 · 卵類(家禽類) · 牛乳 · そば · 落花生 · 胡桃 · 大豆 · 小麦
鯖 · 蟹 · 海老 · イカ · 貝類
（牡蠣 · 鮑 · 貽貝を含む）· 桃 · トマト
亜硫酸類 · 松の実等は、アレルギー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あります。
アレルギーをお持ちの方は、事前にご相談ください。

TA B L E D ' H OT E

TA B L E D ' H OT E

Two Kinds of Appetizer
2종 전채

Two Kinds of Appetizer
2종 전채

前菜二種

￦ 230,000

Assorted Sashimi Special
특선 모둠 생선회(참돔-국내산)

前菜二種

￦ 180,000

Assorted Sashimi Special
특선 모둠 생선회(참돔-국내산)

特選お造り盛り合わせ

特選お造り盛り合わせ

Grilled Abalone and Stir-fried Vegetables
with Abalone Guts

Grilled Abalone and Stir-fried Vegetables
with Abalone Guts

전복구이와 게우 채소볶음

전복구이와 게우 채소볶음

アワビ焼きと肝野菜炒め

アワビ焼きと内臓野菜炒め

Grilled Fish with Garlic Miso Sauce

Earthenware Hot Pot

마늘 된장 소스를 곁들인 생선구이

도빙무시

ニンニク入りテンジャンソースを添えた焼き魚

土瓶蒸し

Earthenware Hot Pot

Grilled Fan Mussels with Sea Urchin Sauce

도빙무시

성게 소스를 곁들인 키조개구이

土瓶蒸し

ウニソースを添えたタイラギ焼き

Grilled Lobster with Sea Urchin Sauce

Beef Tenderloin with Roasted Vegetables

성게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구이

한우 안심과 채소구이(쇠고기-국내산 한우)

ウニソースを添えたロブスター焼き

韓牛ヒレと野菜焼き

Shiso Sherbet

Fried Rice with Hijiki Seaweed

시소 셔벗

톳 볶음밥

しそシャーベット

ヒジキチャーハン

Beef Tenderloin with Roasted Vegetables

Dessert

한우 안심과 채소구이(쇠고기-국내산 한우)

후식

韓牛ヒレと野菜焼き

デザート

Fried Rice with Hijiki Seaweed
톳 볶음밥
ヒジキチャーハン

Dessert
후식
デザート

국내산 쌀(밥), 넙치(광어)·참돔과 프랑스산 참다랑어와 일본산 가다랑어를 사용합니다.

국내산 쌀(밥), 넙치(광어)·참돔과 프랑스산 참다랑어와 일본산 가다랑어를 사용합니다.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is included.

10% service charge and 10% tax is included.

상기 금액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上記の金額には10%のサービス料と10%の税金が含まれています。

上記の金額には10%のサービス料と10%の税金が含まれてい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