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 are currently unable to obtain the ingredients from Japan. Underlined items are not available.　
We will inform you as soon as it arrives. Sorry for the inconvenience

【　揚げもの　DEEP FRIED　】

揚げみそ豆腐 ・・・・・・・・・・・・・ Fried Tofu with Miso Sauce ・・・・・・・・・・・・・・・ $5.50

揚げだし豆腐 ・・・・・・・・・・・・・ Fried Tofu w/Ponzu or Tempura Sauce ・・・・・ $5.50

ソース串かつ ・・・・・・・・・・・・・ Skewered Katsu w/Katsu Sauce ・・・・ $7.50

みそ串かつ ・・・・・・・・・・・・・ Skewered Katsu w/Miso Sauce ・・・・・ $7.50

小海老唐揚げ ・・・・・・・・・・・・・ Fried Baby Shrimp ・・・・・・・・・・・・・・・・・・・・・・・・・・ $8.50

げそ唐揚げ ・・・・・・・・・・・・・ Fried Squid legs ・・・・・・・・・・・・・・・・・・・・・・・・・・・・ $9.75

ゴボウと海鮮のかき揚げ Fried Gobo and Seafood ・・・・・・・・・・・・・・・・・・・・・・ $9.75

とり唐揚げ ・・・・・・・・・・・・・・・ Fried Chicken ・・・・・・・・・・・・・・・・・・・・・・・・・・・・・・・・・ $8.50

ソフトシェルクラブ唐揚げ ・・・ Fried Soft Shell Crab ・・・・・・・・・・・・・・・・・・・・・・・・・ $13.00

海老のてんぷら Shirimp Tempura /5pcs ・・・・・・・・・・・ $8.00

【　焼きもの　　GRILLED　】

厚揚げ ・・・・・・・・・・・・・・・・・・・・・ Broiled Fried Tofu ・・・・・・・・・・・・・・・・・・・・・・・・・・・・・・ $5.00

ソーセージ ・・・・・・・・・・・・・・・・ Grilled Sausage ・・・・・・・・・・・・・・・・・・・・・・・・・・・・・・ $6.50

【　一品料理　　ALA CARTE　】 マグロ七味焼き ・・・・・・・・・ Grilled Ahi w/Nanami pepper・・・・・・・・・・・・・・・・・・・・・・・・・・・・・・・・・・ $16.50

サーモン柚庵焼き ・・・・ Salmon Yuan Yaki ・・・・・・・・・・・・・・・・・・・・・・・・ $11.00

もずく酢　　 ・・・・・・・・・・・・・・・・・・・・・・ Mozuku Su　 ・・・・・・・・・・・・・・・・・・・・・・・・・・・・・ $4.00 サーモン塩焼き ・・・・・・・・・ Salmon Shioyaki ・・・・・・・・・・・・・・・・・・・・・・・・・・・・・・ $11.00

枝豆 ・・・・・・・・・・・・・・・・・・・・・・・・・・・・ Boiled Soybeans　 ・・・・・・・・・・・・・・・・・・・・・・ $3.00 サーモンかま焼き ・・・・ Grilled Salmon Kama ・・・・・・・・・・・・・・・・・・・・・・・・・・・・・・ $10.00

冷奴 ・・・・・・・・・・・・・・・・・・・・・・・・・・・・ Cold Tofu　 ・・・・・・・・・・・・・・・・・・・・・・・・・・・・・ $3.50 バターフィッシュみそ焼き ・・・・ Grilled Butter Fish with Miso Sauce ・・・・・・ $17.00

おくらお浸し ・・・・・・・・・・・・・・・・・・・・・・ Boiled Okra "Ohitashi"・・・・・・・・・・・・・・・・・・・・ $4.50 はまちかま焼き ・・・・・・・・・ Grilled Yellow Tail Kama ・・・・・・・・・・・・・・・・・・・・ $15.50

カボチャ煮　 ・・・・・・・・・・・・・・・・・・・・ Cooked Pumpkin　 ・・・・・・・・・・・・・・・・・・・・・ $4.00

揚げだしなす（冷製） ・・・・・・・ Agedashi Eggplant 　 ・・・・・・・・・・・・・・・・・ $4.50

納豆 ・・・・・・・・・・・・・・・・・・・・・・・・・・・・ Natto ・・・・・・・・・・・・・・・・・・・・・・・・・・・・・・・・・・・ $4.00 ダイナマイト ・・・・・・・・・・・・ Dynamite ・・・・・・・・・・・・・・・・・・・・・・・・・・・・・・・・・・・・・・・ $13.50

お新香盛り　 ・・・・・・・・・・・・・・・・・・・・ Assorted Oshinko　　 ・・・・・・・・・・・・・・・・・・・ $6.00 キングクラブダイナマイト・・・・・ King Crab Dynamite ・・・・・・・・・・・・・・・・・・・・・・・・・・ $19.50

いかの塩から　 ・・・・・・・・・・・・・・・・・ Squid Shiokara　　 ・・・・・・・・・・・・・・・・・・・・・・・・ $5.50 たらば蟹塩焼き ・・・・・・・・ Grilled King Crab ・・・・・・・・・・・・・・・・・・・・・・・・・・・・・ $32.00

月見山いも　 ・・・・・・・・・・・・・・・・・・・・ Yamaimo w/Egg　　 ・・・・・・・・・・・・・・・・・・・・・ $5.00 チキン照焼き ・・・・・・・・・・・・ Chicken Teriyaki ・・・・・・・・・・・・・・・・・・・・・・・・・・・・・・ $10.50

山かけ ・・・・・・・・・・・・・・・・・・・・・・・・・ Yamaimo w/Tuna　　 ・・・・・・・・・・・・・・・・・・・・・ $9.50 チキン塩焼き ・・・・・・・・・・・・ Chicken Shioyaki ・・・・・・・・・・・・・・・・・・・・・・・・・・・・・ $10.50

だし巻き玉子 ・・・・・・・・・・・・・・・・ Seasoned Omelet　　 ・・・・・・・・・・・・・・・・・・・・・ $5.50 牛たん塩焼き ・・・・・・・・・・・・ Grilled Beef Tongue ・・・・・・・・・・・・・・・・・・・・・・・・・・・ $13.50

牛みそ煮 ・・・・・・・・・・・・・・・・・・・・・ Stewed Miso Based Beef ・・・・・・・・・・ $6.50 ビーフステーキ9oz ・・・ ・・・ Beef Steak *9oz US Prime Rib-eye ・・・・・・ ・・・ $31.00

いか納豆 ・・・・・・・・・・・・・・・・・・・・・ Calamari Natto ・・・・・・・・・・・・・・・・・・・・・・・ $8.50 ステーキガーリック又は照り焼き ー Garlic or Teriyaki Steak

まぐろ納豆 ・・・・・・・・・・・・・・・・・・ Tuna Natto　 ・・・・・・・・・・・・・・・・・・・・・・・・・・・・・ $8.50 イカ丸焼き　塩又は照り焼き GRilled Calamari Shi /Teri Yaki $14.50

アンキモ ・・・・・・・・・・・・・・・・・・ Ankimo ・・・・・・・・・・・・・・・・・・・・・・・・・・・・・・・・・・・・・ $9.75

たこわさび和え ・・・・・・・・・・・・・・・・・・ Tako Wasabi Ae ・・・・・・・・・・・・・・・・・・・・・・ $7.50 【　寿司（一人前）　 SUSHI for One　】
たこのマリネ　 ・・・・・・・・・・・・・・・ Marinated Octopus　 ・・・・・・・・・・・・・・・・・・ $11.00

たこ酢 ・・・・・・・・・・・・・・・・・・・・・・・ Vinaigrette Octopus　　 ・・・・・・・・・・・・・・・ $9.00 sorry Takeout does not include salad or miso soup
たらば蟹酢　　 ・・・・・・・・・・・・・・・・・・ Vinaigrette King Crab　　 ・・・・・・・・・・・・・ $17.00 鉄火丼 ・・・・・・・・・・・・・・・・・・・ Tekka Donburi ・・・・・・・・・・・・・・・・・・・・・・・・・・・・・・ $21.00

・・・・・・・・・・・・・・・・・・・・・・・・・ ・・・・・・・・・・・・・・・・・・ 上太巻 ・・・・・・・・・・・・・・・・・・・ Futomaki Deluxe ・・・・・・・・・・・・・・・・・・・・・・・・・・・ $21.50

いか明太子　 ・・・・・・・・・・・・・・・・・・ Squid Mentaiko　 ・・・・・・・・・・・・・・・・・・・・・・ $11.00 寿司盛り合わせ（A） ・・ Assorted Sushi (A) ・・・・・・・・・・・・・・・・・・・・・・・ $21.50

からし明太子　 ・・・・・・・・・・・・・・・・ Karashi Mentaiko　 ・・・・・・・・・・・・・・・・・・・ $11.00 寿司盛り合わせ（B) ・・ Assorted Sushi (B) ・・・・・・・・・・・・・・・・・・・・・・・ $26.00

・・・・・・・・・・・・・ ・・・・・・・・・・・ ちらし寿司（A) ・・・・・・・・ Chirashi (A) ・・・・・・・・・・・・・・・・・・・・・・・・・・・・・・・・ $21.50

クリームチーズのおかか和え ・Cream Cheese Seasoned with ちらし寿司（B) ・・・・・・・・ Chirashi (B) ・・・・・・・・・・・・・・・・・・・・・・・・・・・・・・・・・ $26.00

Soy Sauce ＆ Bonito Flakes・・・・ $5.50

まぐろのタルタルクリームチーズ和え・・・・・ Tuna Tartar W/Cream Cheese

＄8.00

まぐろのポケ Imanas スタイル・・Ahi Poke w/Green Onion, Wasabi・・ ＄21.00

納豆スペシャル・・・・・・・ Natto Special ＄24.00

【　サラダ　　SALAD　】

ポテトサラダ ・・・・・・・・・・・・・・・・ Potato Salad　　 ・・・・・・・・・・・・・・・・・・・・・・・・・・・ $4.50

シンプルサラダ　 ・・・・・・・・・・・・・・ Simple Green Salad　　 ・・・・・・・・・・・・・・・・・ $5.50

白菜とグリルチキンのサラダ・・・・・・・・ Chinese cabbage and grilled ・ $7.00

chicken salad



【　巻寿司（細巻又は手巻） ROLLED SUSHI　】 【　寿司アラカルト　 SUSHI ALA CARTE　】
One Order 2 Pieces

かっぱ巻 ・・・・・・・・・・・・・・・・・・・・・ Cucumber Roll ・・・・・・・・・・・・・・・・・・・・・・・・・・・・・・・ $4.00

ごぼう巻 ・・・・・・・・・・・・・・・・・・・・・ Burdock Roll ・・・・・・・・・・・・・・・・・・・・・・・・・・・・・・・ $4.00 玉子 ・・・・・・・・・・・・・・・・・・・・・・・・・・・ Omelet ・・・・・・・・・・・・・・・・・・・・・・・・・・・・・・・ $4.00

おしんこ巻 ・・・・・・・・・・・・・・・・・・・・・ Pickles Roll ・・・・・・・・・・・・・・・・・・・・・・・・・・・・・・・ $4.00 まさご ・・・・・・・・・・・・・・・・・・・・・・・・・ Smelt Roe ・・・・・・・・・・・・・・・・・・・・・・・・・・ $4.00

梅山いも巻 ・・・・・・・・・・・・・・・・・・・・・ Ume/Yamaimo Roll ・・・・・・・・・・・・・・・・・・・・・・・・・ $4.50 ほっき貝 ・・・・・・・・・・・・・・・・・・・・・・・ Surf Clam ・・・・・・・・・・・・・・・・・・・・・・・・・・ $5.00

納豆巻 ・・・・・・・・・・・・・・・・・・・・・・・・ Natto Roll ・・・・・・・・・・・・・・・・・・・・・・・・・・・・・・・・・・ $4.00

カンピョー巻 ・・・・・・・・・・・・・・・ Kanpyo Roll ・・・・・・・・・・・・・・・・・・・・・・・・・・・・・・・ $4.00 たこ ・・・・・・・・・・・・・・・・・・・・・・・・・・・ Octopus ・・・・・・・・・・・・・・・・・・・・・・・・・・・・・ $6.50

鉄火巻 ・・・・・・・・・・・・・・・・・・・・・・・・ Tuna Roll ・・・・・・・・・・・・・・・・・・・・・・・・・・・・・・・・・・・ $6.00 サーモン ・・・・・・・・・・・・・・・・・・・・・ Salmon ・・・・・・・・・・・・・・・・・・・・・・・・・・・・・ $5.50

スパイシーツナロール ・・・・ Spicy Tuna Roll ・・・・・・・・・・・・・・・・・・・・・・・・・・・・ $6.00 さば ・・・・・・・・・・・・・・・・・・・・・・・・・・・ Mackerel ・・・・・・・・・・・・・・・・・・・・・・・・・・・ $6.50
スパイシーツナロール スペシャル Spicy Tuna Roll Special・・・・・・・・・・・・・・・・・・・・・・・・・・・・ $7.50 いか ・・・・・・・・・・・・・・・・・・・・・・・・・・・ Calamari ・・・・・・・・・・・・・・・・・・・・・・・・・・・・ $6.50

ねぎはまち巻 ・・・・・・・・・・・・・・・・ Yellow Tail/Green Onion Roll ・・・・・・・・・・・ $6.50 まぐろ ・・・・・・・・・・・・・・・・・・・・・・・・ Tuna ・・・・・・・・・・・・・・・・・・・・・・・・・・・・・・・ $6.50

山いも明太子巻 ・・・・・・・・・・・・ Yamaimo Mentaiko Roll ・・・・・・・・・・・・・・・・・・・・ $6.50 えび ・・・・・・・・・・・・・・・・・・・・・・・・・・・ Shrimp ・・・・・・・・・・・・・・・・・・・・・・・・・・・・・・・ $6.50

カリフォルニアロール ・・・ California Roll ・・・・・・・・・・・・・・・・・・・・・・・・・・ $7.50 はまち ・・・・・・・・・・・・・・・・・・・・・・・・ Yellow Tail ・・・・・・・・・・・・・・・・・・・・・・・ $6.50

サーモンスキンロール ・・・・ Salmon Skin Roll ・・・・・・・・・・・・・・・・・・・・・・・・・・・ $10.50 貝柱 ・・・・・・・・・・・・・・・・・・・・・・・・・・ Scallop ・・・・・・・・・・・・・・・・・・・・・・・・・・・・・・ $8.00

うなきゅうアボガドロール Unagi/Avocado/Cucumber Roll ・・・・・・・・・・ $13.50 やりいか ・・・・・・・・・・・・・・・・・・・・・・ Yari Ika ・・・・・・・・・・・・・・・・・・・・・・・・・・・ $7.00

スパイダーロール ・・・・・・・・・ Spider Roll ・・・・・・・・・・・・・・・・・・・・・・・・・・・・・・・・・・ $13.50

海老天ロール ・・・・・・・・・ Ebi Tempura Roll・・・・・・・・・・・・・・・・・・・・・・・・・・・・・・・・・・ $7.00 あなご ・・・・・・・・・・・・・・・・・・・・・・・・ Sea Eel ・・・・・・・・・・・・・・・・・・・・・・・・・・・・・・・ $10.00

いくら ・・・・・・・・・・・・・・・・・・・・・・・・ Salmon Roe ・・・・・・・・・・・・・・・・・・・・・・・・ $8.00

【　刺身　　SASHIMI　】 ・・・・・・・・・・・・・・・・・・

まぐろ ・・・・・・・・・・・・・・・・・・・・・・・・ Tuna ・・・・・・・・・・・・・・・・・・・・・・・・・・・・・・・・・・・・・・・・ $15.50 甘えび ・・・・・・・・・・・・・・・・・・・・・・・・ Sweet Shrimp ・・・・・・・・・・・・・・・・・・・・・ $10.50

帆立 ・・・・・・・・・・・・・・・・・・・・・・・・ Scallop ・・・・・・・・・・・・・・・・・・・・・・・・・・・・・・・・・・・・・・・・ $12.00 うに ・・・・・・・・・・・・・・・・・・・・・・・・・・・ Sea Urchin ・・・・・・・・・・・・・・・・・・・・・・・・ M/P

はまち ・・・・・・・・・・・・・・・・・・・・・・・・ Yellow Tail ・・・・・・・・・・・・・・・・・・・・・・・・・・・・・・・ $15.50

いか ・・・・・・・・・・・・・・・・・・・・・・・・・・・ Calamari ・・・・・・・・・・・・・・・・・・・・・・・・・・・・・・・・・・・・ $11.00 キングクラブ ・・・・・・・・・・・・・・・・ King Crab ・・・・・・・・・・・・・・・・・・・・・・・・・ M/P

サーモン ・・・・・・・・・・・・・・・・・・・・ Salmon ・・・・・・・・・・・・・・・・・・・・・・・・・・・・・・・・・・・・・・ $12.50 とこぶし ・・・・・・・・・・・・・・・・・・・・・ Baby Abalone ・・・・・・・・・・・・・・・・・・・・ M/P

ビンチョウマグロのたたき・・・・・・・・・・・・・・・・・・・・ Seared Albacore・・・・・・・・・・・・・・・・・・・・・・・・・・・・・・・・・・・・・・ $16.00 うなぎ ・・・・・・・・・・・・・・・・・・・・・・・・ Fresh Water Eel ・・・・・・・・・・・・・・・・・ M/P

甘えび ・・・・・・・・・・・・・・・・・・・・・・・ Sweet Shrimp ・・・・・・・・・・・・・・・・・・・・・・・・・・・・・・・・ $21.00

M/P-Market Price

やりいか刺身 ・・・・・・・・・・・・・・・・・ Yari Ika Sashimi ・・・・・・・・・・・・・・・・・・・・・・・・・・・・ $16.00 【　鍋もの　　　NABE　】
とこぶし刺身 ・・・・・・・・・・・・・・・・・ Baby Abalone Sashimi ・・・・・・・・・・・・・・・・・・・・・ M/P （２名様より御注文を承ります。　Minimum Two Orders.)

刺身盛り合わせ（一人前） Assorted Sashimi (for 1 person) ・・・・・・・・ $22.50 うどん又は、雑炊付。　Comes with Udon or Zousui

刺身盛り合わせ(二～三人前） Assorted Sashimi (for 2-3 persons) ・・・・・ $33.00

本日の特選刺身盛り合わせ Today's Special Assorted Sashimi ・・・・・・・ M/P

M/P-Market Price

【　ご飯と汁物　　　 RICE & SOUP　】 ちゃんこ鍋 ・・・・・・・・・・・・・・・・・ Chanko Nabe ・・・・・・・・・・・・・・・・・・・・・・ $23.50

ご飯 ・・・・・・・・・・・・・・・・・・・・・・・・・・・ Steamed Rice ・・・・・・・・・・・・・・・・・・・・・・・・・・・・・・・ $2.50 追加オーダー（Additional　Order)　
みそ汁 ・・・・・・・・・・・・・・・・・・・・・・・・ Miso Soup ・・・・・・・・・・・・・・・・・・・・・・・・・・・・・・・・・・・ $2.50

なめこ汁 ・・・・・・・・・・・・・・・・・・・・・ Miso Soup with Nameko Mushroom ・・・・・・ $3.50 ちゃんこ -肉だんご２本 ・・・・・ Chanko -Pork Ball 2 pcs ・・・・・・・・・・・ $6.00

かけうどん ・・・・・・・・・・・・・・・・ Udon (Noodle Soup) ・・・・・・・・・・・・・・・・・・・・・・・ $6.50

ひやしうどん ・・・・・・・・・・・・・・・・ Cold Udon ・・・・・・・・・・・・・・・・・・・・・・・・・・・・・・・・・・ $6.50

のり茶漬け ・・・・・・・・・・・・・・・・・・ Nori Chazuke ・・・・・・・・・・・・・・・・・・・・・・・・・・・・・・・ $5.50

梅茶漬け ・・・・・・・・・・・・・・・・・・・・・ Ume Chazuke ・・・・・・・・・・・・・・・・・・・・・・・・・・・・・・・・ $6.50

さけ茶漬け ・・・・・・・・・・・・・・・・・・・ Salmon Chazuke ・・・・・・・・・・・・・・・・・・・・・・・・・・・ $7.50

かに雑炊 ・・・・・・・・・・・・・・・・・・・・・ Vegetable Rice Soup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