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메뉴

불꽃 통구이

흑모 와규 A5 랭크의 희소 부위 '꾸리살'을 6가지 양념으로 드셔 보십시
오. 
양념 
・하카타산 돌소금 
・호주 테즈매니아산 머스터드 
・직접 간 고추냉이 
・굵게 간 흑후추 
・올리브 오일 절임 
・어니언 소스 
흑모 와규: 똑같이 일본에서 사육되고 정육된 소라고 하더라도 '와규'와
'일본산 소고기'로 구분됩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뒤 일본에서 사육된 소나
교잡종 등이 '일본산 소고기'임에 비해 '와규'는 일본의 전통적인 소 품종
인 '흑모종', '갈모종', '일본단각종', '무각종'의 순수 토종 소로 한정되기 때
문입니다. 흑모 와규란 이 '흑모종' 소고기를 말합니다. 흑모 와규는 일본
의 전통적인 식용 소로서 우수한 육질과 뛰어난 마블링이 특징이며 식육
용 소 중에서 가장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 시간: 약 30분

1. 흑모 와규
黒毛和牛 300ｇ - ¥3,980

살코기임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앵거스 소고기: 스코틀랜드 동부가 산지로 부드러운 살코기가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고기는 딱딱해서 삶아 부드럽게 먹는 것을 당연시 여겼지만, 앵
거스 소고기가 등장함에 따라 삶기가 주류였던 소고기 요리가 스테이크와
같은 요리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인용: 『프리 백과사전 Wikipedia』 참
조) 
소요 시간: 약 30분

2. 앵거스 소고기
アンガス牛 300ｇ - ¥2,980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꾸리살: 부채살(소 어깨뼈 아래 부위로 한 마리당 2kg밖에 나오지 않는 고급 부위)과 앞다릿살 일부와 연결되는 부위의 고기입니
다. 모양이 밤(구리)을 닮아 일본에서는 '구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적당한 탄력과 부드러움이 특징이며 독특한 식감의 희
소 부위입니다.

흑모 와규 고기 초밥

흑모 와규 A5 랭크인 '꾸리살'을 사용.

3. 직화구이 고기 초밥
炙り肉寿司 2개~ - ¥1,000

흑모 와규 A5 랭크인 '꾸리살'을 잘게 다져 직화구이한 것을 드십시오!

4. 규토로 김 초밥
牛とろ手巻き寿司 2개~ - ¥1,000

샐러드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식재료 7종으로 몸도 마음도 아름답게. 
①~③ 중에서 원하시는 드레싱을 선택하십시오. 
①시저 
찹 샐러드를 먹어야 하는 7가지 이유 
・7종류의 식재료가 들어 영양이 풍부합니다. 
・잘게 잘라 소화도 잘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피로 회복 효과가 있어 퇴근 후의 피로를 싹 날려줍니다. 
・센슈산 등 엄선된 산지의 식재료만 사용하여 본연의 맛이 돋보입니다.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리코핀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색채 밸런스가 매우 좋아 예쁜 사진을 간단히 찍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시는 재료는 빼고 다른 재료를 대신 준비해드릴테니 주문시 알려
주십시오.

5. 찹 샐러드
チョップドサラダ ¥780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단품 요리

전채 요리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셨나요?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의 전체 모둠(2인분~)

1. 전채 모둠
前菜盛り合わせ ¥980

가장 즐겨 찾는 스피드 메뉴입니다.

2. 매워 보이지만 맵지 않은 매콤 오이
辛そうで辛くないピリ辛きゅうり ¥380

입가심으로도 술안주로도 최적입니다.

3. 제철 채소로 만든 피클
季節野菜のピクルス ¥380

심플한 포테이토 샐러드에 안초비 소스를 듬뿍 얹었습니다.

4. 안초비 포테이토
アンチョビポテト ¥480

숯불에 구워 감칠맛이 응축됩니다.

5. 구운 풋콩
焼き枝豆 ¥480

안초비 갈릭 오일의 은은한 향이 퍼집니다.

6. 숯불구이 양배추
炭焼きキャベツ ¥480

고소함과 식감이 일품입니다.

7. 우설 탕탕이 소금 직화구이
炙り牛たん塩 たたき ¥780

고기 오뎅
~고기의, 고기 육즙에 의한, 고기 애호가를 위한 '고기
오뎅'~ 
재료는 칠판에 적힌 메뉴 또는 카운터를 확인하십시
오.

고기 육수가 오뎅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8. 오늘의 채소 오뎅
本日の野菜おでん ¥180～

고기가 주인공인 탕 요리.

9. 오늘의 고기 오뎅
本日の肉おでん ¥380～

육수가 가장 깊게 스며든 채소와 고기, 집합~

10. 오뎅 모둠
おでん盛り合わせ 1인분 - ¥580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고기 진미

맛있게 매운 모둠 내장의 고추 절임.

11. 소 내장 창자젓
牛ホルモンチャンジャ ¥480

채소에 찍어 드십시오. 바게트빵을 찍어 드셔도 GOOD!

12. 진한 고기 된장 딥소스
濃厚肉味噌ディップ ¥480

신선도가 뛰어난 소 내장을 사용한 담백한 일품.

13. 모둠 내장 초절임
ミックスホルモン酢漬け ¥480

플레인, 초리소, 바질 
자미톤 돼지고기를 사용한 본격적인 생소시지.

14. 소시지 3종
ソーセージ3種 ¥480

먹고 싶은 것, 찍어 먹고 얹어 먹고~

15. 얇게 구운 바게트빵
薄焼きバゲット ¥200

안주

술과 최고의 궁합♪

16. 믹스 너트
ミックスナッツ ¥380

매우 가느다란 파스타를 튀긴 안주. 
흑후추가 신의 한 수.

17. 프리츠 파스타
プリッツパスタ ¥380

자른 모양에 따라 식감이 달라지는 이탈리아산 생햄.

18. 생햄
生ハムの切り落とし ¥580

세계의 내추럴 치즈부터 냄새는 독해도 맛이 참 좋은 치즈까지 
※자세한 내용은 스태프에게 문의하십시오.

19. 모둠 치즈
チーズ盛り合わせ

¥980
단품 - ¥580

튀김 요리

레몬즙을 뿌려서 먹는 뉴욕 스타일.

20. 어니언링 타워
オニオンリングタワー ¥380

다진 소고기를 100% 사용하여 감칠맛이 풍부합니다.

21. 한입 크기의 소금 멘치까스
一口塩ミンチカツ 3개 - ¥380

독자적인 황금 비율 블랜딩으로 만든 향신료. 
심플한 '소금맛'도 있습니다.

22. 카레 포테이토 프라이
カレーポテトフライ ¥480

물 대신에 가스압이 높은 탄산수를 사용한 바삭하고 폭신한 튀김.

23. 오늘의 강도 탄산수 튀김
本日の強炭酸フリット ¥380～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빵

아히요와도 잘 어울립니다.

24. 두툼한 바게트
厚切りバケット ¥200

빵을 찍어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빵에 얹어 드시는 편인가요?

25. 얇은 바게트
薄切りバケット ¥200

향신료 버터의 향.

26. 갈릭 토스트
ガーリックトースト ¥280

이것만으로도 안주가 되는 바게트빵은 활용성이 높습니다.

27. 안초비 치즈 바게트빵
アンチョビチーズバゲット ¥380

마무리 메뉴

출출한 속을 달래줍니다.

28. 고기 된장 주먹밥
肉味噌おにぎり 2개 - ¥480

육질과 육수에 집 주인의 취향이 묻어납니다.

29. 고기 애호가에 의한, 고기 애호가를 위한 하야시 라이스
肉好きによる肉好きのためのハヤシライス ¥980

수량 한정!! 
살짝 알려드립니다. 흑모 와규를 사용했어요~　

30. 큐브 스테이크 덮밥
サイコロステーキ丼 ¥980

흰 쌀밥을 즐겨 드시는 손님께

31. 밥
ライス ¥280

단맛이 필요할 때

32. 젤라토
ジェラート

바닐라 - ¥280
럼 레이즌 - ¥280

카베르네 소비뇽 - ¥280
원하시는 2종 선택 - ¥500
원하시는 3종 선택 - ¥700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드링크 메뉴

하이볼/위스키: JIM BEAM
독보적인 상쾌함. 
맛이 확실한 버번 하이볼.

¥480

1. JIM BEAM 하이볼
ビームハイボール

2. 토닉 하이볼
トニックハイボール

3. 콜라 하이볼
コーラハイボール

4. 진저 하이볼
ジンジャーハイボール

5. 레몬 하이볼
レモンハイボール

하이볼/위스키: Maker's Mark
미국 캔터키 지방의 작은 양조장에서 탄생한 오직 하나뿐인 핸드 메이드 버번.

6. 하이볼
ハイボール ¥600

7. Maker's Mark
メーカーズマーク

싱글 - ¥600
더블 - ¥1,000

하이볼/위스키: 산토리 지타
바람처럼 가볍게 입안에 들어오는 맛이 음식에 한결 맛을 더해줍니다.

8. 산토리 지타 가제카오루 하이볼.
サントリー知多　風香るハイボール ¥500

9. 산토리 지타
サントリー知多

싱글 - ¥600
더블 - ¥800

하이볼/위스키: 하쿠슈
숲속 양조장에서 만들어낸 어린잎의 향과 상쾌한 맛.

숲속 양조장에서 만들어낸 어린잎의 향과 상쾌한 맛.

10. 하쿠슈 모리카오루 하이볼
白州森香るハイボール ¥600

11. 하쿠슈
白州

싱글 - ¥600
더블 - ¥1,000

맥주

고르고 고른 재료를 호사스럽게 사용하여 화려한 향과 은은
하고 깊은 맛, 크림 같은 거품을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맥주
입니다. 
필스너 타입.

12. 더 프리미엄 몰츠　
ザ・プレミアム・モルツ　 ¥380

논 알코올, 게다가 칼로리 오프, 당질 제로, 프린체 제로. 
100ml당 푸린체 0.5mg 미만을 푸린체 0으로 표시.

13. 산토리 올프리
サントリーオールフリー ¥500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칵테일 ¥350

소다/오렌지/자몽

14. 캄파리
カンパリ

토닉/진저 에일

15. 진(Gin)
ジン

토닉/진저 에일/오렌지/자몽

16. 보드카
ウォッカ

소다/오렌지/자몽/우롱차

17. 카시스
カシス

소다/오렌지/자몽/우롱차

18. 복숭아
ピーチ

19. 스푸모니
スプモーニ

20. 샌디 가프
シャンディ・ガフ

21. 레드아이
レッドアイ

상그리아
풍미로운 와인과 과일 과즙이 화려한 향과 은은하고 깊은 과일맛을 자아냅니다.

22. 레드/화이트
赤/白

온더락 - ¥480
스파클링 - ¥480
카라페 - ¥1,480

사와 ¥480

23. 플레인 사와
プレーンサワー

24. 레몬 사와
レモンサワー

25. 자몽 사와
グレープフルーツサワー

26. 거봉 사와
巨峰サワー

와인 ¥480

레드/화이트

27. 글래스 와인
グラスワイン

스파클링 와인
잔 - ¥480

잔에 가득(추천) - ¥580
병 - ¥2,800

스페인 
드라이한 맛 
풍부한 과실의 느낌, 깔끔한 뒷맛, 섬세하고 자연스러게 튀는
탄산가스 거품이 시원하고 부드럽게 입안에 들어옵니다.

28. ANGEAILE BRUT
アンジュエール ブリュット

스페인 
단맛 
상쾌한 산미와 감귤류의 산뜻함이 더해진 조금 달콤한 맛입
니다.

29. ANGEAILE BLANC
アンジュエール ブラン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소주
온더락/미즈와리

¥480

보리

30. 니카이도
二階堂

고구마

31. 구로키리시마
黒霧島

소프트드링크 ¥380

32. 우롱차
ウーロン茶

33. 콜라
コーラ

34. 진저에일
ジンジャーエール

35. 오렌지 주스
オレンジジュース

36. 자몽 주스
グレープフルーツジュース

37. 토마토 주스
トマトジュース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런치 메뉴

공깃밥 곱빼기 무료!

추천 점심

직접 저온에서 로스팅한 부드러운 살코기와 달콤 짭조름한 어니언 소스를 섞은
특제 덮밥. 
수프 포함. 
온천 달걀, 샐러드 곁들임. 
200엔을 추가하시면 로스트 비프를 1.5배로 드실 수 있습니다.　

1. 로스트 비프 덮밥
ローストビーフ丼 ¥980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앵거스 소고기의 안창살을 고소하게 구웠습니다. 
수프 포함. 
샐러드 곁들임.

2. 소 안창살 스테이크 덮밥
牛ハラミステーキ丼 ¥980

육식 공방이기에 가능한 신선도와 품질. 
한정 10식. 
수프, 샐러드, 밥 포함. 
100엔 추가하시면 치즈 추가 
300엔 추가하시면 치즈를 듬뿍 추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3. 수제 햄버그
手捏ねハンバーグ ¥980

흑모 와규를 사용한 본격적인 카레. 
수프, 샐러드 포함.

4. 육식 공방의 카레라이스
肉食工房のカレーライス ¥680

드링크
런치 메뉴에 100엔을 추가하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5. 커피(핫/아이스)
コーヒー（ホット・アイス）

6. 홍차(HOT/ICE)
紅茶（ホット・アイス）

7. 우롱차
ウーロン茶

8. 진저에일
ジンジャーエール

9. 콜라
コーラ

10. 사과주스
アップルジュース

11. 자몽 주스
グレープフルーツジュース

12. 오렌지 주스
オレンジジュース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통고기와 와인 AN, MOTTE를 즐기는 방법

즐기는 방법

[시간] 
통고기를 주문하실 분은 미리 스태프에게 알려 주십시오.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時間】 

塊肉のご注文をお考えの方は真っ先にスタッフ までお伝え下さい。 
お時間30分ほど頂戴しております。

[동영상] 
스태프가 요리를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할 때는 동영상 찍을 준비를 합시다.

【ムービー】 
スタッフによる料理提供の演出がある際は動画を撮る準備をしましょう。

[우시오토코] 
전신에 젖소 무늬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바로 우시오토코입니다. 

마음껏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牛男】 

全身牛柄の男は間違いなく牛男です。 
ご遠慮なく写真をお撮りください。

[사진] 
맛있어 보이는 사진은 다시 봐도 그 맛이 살아납니다. 

당신의 솜씨로 멋진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写真】 

美味しそうな写真は見返しても味わえるものです。 
あなたの腕で、神ってる写真をパシャってください。

[알뜰 정보] 
Instagram에 올리려면 해시태그 [#ANMOTTE]를 붙여 봅시다. 당일 식사 대금이 10% 할인됩니다.

【お得】 
Instagramに投稿するなら ハッシュタグ [#アンモッテ]をつけましょう。 

本日のお食事代が10%offになります。

소고기를 먹으면 좋은 점.

소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며 비타민 B1, B2, B12 그리고 철분과 아연, 인 등 미네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8종류의 필수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근육과 뼈 등을 형성합니다. 

소고기에 포함된 지방은 체내에서 쉽게 굳어지지만 감자와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위장을 튼튼하게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韓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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