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ce is in PHP, VAT-inclusive,  
and subject to 10% service charge.

Please advise our service team prior to ordering 
should you have any food allergies, intolerances, 

or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全ての値段に税金は含まれておりますが、
別途サー ビスチャージを１０％お受けすること\を
申し上げます。お客様に食物アレルギー、食事制
限のご心配がある場合は、お気軽にサービスチ

ームにお申し付けください。

价格以比索为准，已包含消费税，
需另收10%服务费。

如果您有任何食物过敏，忌口或
特殊饮食要求，请在点餐前告知

我们的服务团队。

모든 요금은 PHP로 표시되며,  
VAT가 포함된 가격으로 10%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문하기 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과민증, 

특별 식이요법등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팀에게 먼저 알려 주십시오.

seafood  魚介類 | 含海鲜 | 해산물 gluten  グルテン | 含麸质 | 글루텐 nuts ナッツ | 含坚果 | 견과류

KUSHIYAKI NIGHTS
串焼き | 串烧 | 쿠시야키 (일본식 꼬치)
Choice of sea salt or tare sauce (Yakitori)

塩かタレをお選びください。(焼き鳥)
 选择海盐或者面酱（烤鸡肉）   |  바다소금 또는 일본식 구이 소스 ‘타르’ 중 선택

 chef ’s recommendation     vegetarian

Yakitori
焼き鳥 | 烤鸡肉串 | 야키토리 (일본식 닭꼬치)

Nankotsu 軟骨 
Chicken breast cartilage, sea salt
 鸡软骨，海盐  |  닭 연골뼈, 바다 소금

Muneniku 胸肉 
Chicken breast, plum sauce

 鸡胸肉，梅子酱  |  닭가슴 살, 플럼 소스

Kimo 肝 
Chicken liver, sansho pepper, tare

 鸡肝，山椒，面酱  |  닭고기 간, 산초 페퍼, 타르 소스

Sunagimo 砂肝  
Chicken gizzard, spring onion 
鸡胗 洋葱  |  닭 모래주머니, 쪽파

Shouniku 正肉 
Chicken thigh, truffle teriyaki 

鸡腿肉 铁板黑松露  |  닭 넓적 다리, 트러플 테리야키

Tebasaki 手羽先 
Chicken wing, sea salt, ponzu 

鸡翅，海盐，柚子酱  |  닭날개, 바다 소금, 폰주

Tsukune つくね  
Ground chicken, tare, egg yolk 

鸡翅，面酱，蛋黄   |  그라운드 치킨, 타르 소스, 달걀 노른자

Banjiri   ぼんじり 
Chicken tail, sea salt, sake

 鸡尾 ，海盐，清酒  |  닭 꼬리, 바다 소금, 사케

Beef
ビーフ | 牛肉  | 소고기

Enoki nikumaki エノキ肉巻き 
Beef enoki rolls

 牛肉金针菜卷  |  소고기 팽이버섯 롤

Asparagus nikumaki アスパラガス肉巻き 
Beef asparagus rolls

牛肉芦笋卷  |  소고기 아스파라구스 롤

Hire niku kushi ヒレ肉串 
Utility tenderloin

 牛肉串   |  소고기 안심 꼬치

Pork
ポーク  | 猪肉  | 돼지고기

Buta bara 豚バラ　 
Berkshire pork belly 

伯克希尔五花肉  |  버크셔 돼지고기 삼겹살

Buta maki 豚巻き 
Pork nori rolls 

猪肉紫菜卷  |  돼지고기 롤

Bacon tomato kushi ベーコントマト 
Bacon tomato

 培根番茄串烧   |  베이컨 토마토 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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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s
ベジタブル | 蔬菜 | 야키토리 야채

Shiitake kushi 椎茸  
Shiitake mushrooms
 日式香菇  |  표고버섯

Tomato kushi トマト  
Cherry Tomato

 圣女果  |  방울 토마토

Baby corn kushi ヤングコーン  
Baby corn

 嫩玉米   |  작은 옥수수

Tofu dengaku 豆腐田楽 
Tofu with dengaku miso 

豆腐味噌塔拉  |  덴카이쿠 미소를 발라 만든 두부 요리

Nasu dengaku 茄子田楽  
Miso glazed eggplant 

味噌茄子  |   미소를 가지에 발라 만든 요리

Seafood
シーフード  | 海鲜  | 해산물

Maguro kushi 鮪串焼き  
Tuna

金枪鱼   |  참치

Salmon harasu yaki サーモンはらす焼  
Salmon belly

三文鱼腹 |  연어 뱃살 구이

Ika yaki 烏賊串焼き   
Baby squid

 小鱿鱼    |  아기 오징어

Unagi kabayaki tanzaku 鰻蒲焼短冊    
Unagi kabayaki
 鳗鱼蒲烧   |  장어

  1,650+
Unlimited kushiyaki, beer, sake, and shochu

Monday – Wednesday
5:30 PM – 10:30 PM

串焼き食べ放題、ビール、お酒、焼酎飲み放題
月曜日から水曜日

午後5:30時から午後10:30時まで

无限量烤鸡肉串、日本烧酒、清酒
周一至周三晚上 

下午 5:30 点至晚上 10:30 点

무제한 쿠시야키 꼬치, 맥주, 사케, 소추
월요일부터 수요일 밤 

5:30 시부터 10:30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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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of sea salt or tare  sauce (Yakitori)

塩かタレをお選びください。(焼き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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