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기�넘치는 미야자키에서 맛의 탐험을��

개성파��미야자키 면요리

미야자키현민은 면요리를 좋아합니
다��지모미야메시�투표에 면요리�집
들이�다수 랭크에 오른 것만 봐도 틀
림없는�사실입니다��아침밥 대신으
로�찾는 �아침 우동����아침 라멘�이라
든지�술자리�뒤에 들르게 되는 �가마
아게우동�도 미야자키 현민들에게는
익숙한 광경입니다��라멘은 대표적
인�맛이라 할 수 있는 깔끔한 돈코쓰
쇼유부터 마늘과�고추가�듬뿍 들어
간�가라멘��토마토맛 육수가�여성들
에게�인기�있는 토마토라멘까지�그
종류가�다양합니다�

미야자키 현민이�사랑하는 미야
자키의 맛

미야자키의 향토음식이라�하면 치킨
난반��히야지루�냉된장국���도리노
스미비야키�닭숯불구이�를 맨 먼저
떠올립니다��치킨난반과 히야지루는
가정에서도 즐겨 먹는 현민식이라
할 수 있으며��도리노�스미비야키는
술자리에서 우선 주문해 놓고�보는
메뉴입니다��최근에는 미야자키시의
교자�만두��소비량이�전국�1위에 육
박하면서 미야자키 교자의 주목도도
높아지고�있습니다��저렴하면서 양
도 많고�맛있어야�하는 것���그것이
미야자키 먹거리의�기본입니다�

풍부한 해산물과 농산물

자연환경도 좋고�기후도 온화한 미
야자키현은 풍부한 농축산물을 생산
해 내는 식재료의 보고입니다��미야
자키 먹거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
는 미야자키규�명품 쇠고기�를 비롯
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출하량도
전국 상위를 차지하며��채소로는 피
망과 오이의 출하량이�항상 상위를
차지합니다��또한 망고��금귤��휴가나
쓰�미야자키특산 감귤류��등의 과일
은 제철을 만끽하게 해 주는 귀한 먹
거리입니다��해산물도 풍부하며 그
중에서도 �가쓰오잇폰즈리�가다랑어
외줄낚기��는 일본최다의 어획량을
오랫동안�지켜오는 등 어업도 활발
합니다�



�지모미야메시�란��
미야자키 현민이�사랑하는 미야자키의 맛집을 �점심식사� 부문과 �저녁식사� 부문으로�나눠 현민 투표로
선정했습니다��이�가이드북�홈페이지�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하여�7개�지역별로�「지모미야메시」라
는�이름으로�인기�상위 맛집을 소개하고�있습니다�
�즐겨 찾는 단골집� �나에게 주는 선물로�가는 레스토랑� 등 미야자키 현민들이�추천하는 맛집을 게재했습
니다��미야자키가�자랑하는 �먹거리의 매력�을 만끽해 보십시오���이번에 소개드린 곳은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지나지�않습니다��미야자키에는 매력 있는 맛집들이�이외에도�다수 있습니다��여러분
각자 자신의「지모미야메시」를 찾아보십시오�

한 달간 총투표수�16675표�
인기투표는�2020년�11월�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여 총투표수�16675표가�집계되었습니다��그 결과를 바
탕으로�상위�100�점포의 대표적인�요리와�인기메뉴를 게재했습니다��이�가이드북에 소개하는 집들은 모
두 미야자키 현민이�맛있다고�칭찬한�고평가�리뷰를 받는 집들이었습니다��현지인밖에 모르는 집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음식점들이�코로나19로�힘든 상황에서도 업소 방문�시의 철저한 소독��종업원 마스크 착용��철
저한�3밀 대책 등 엄격한 방역대책을 실시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있습니다��이�가이드북이�힘든 상황에
있는 음식점들을 응원하는 계기가�되기를��그리고�여러분의 즐거운 맛집 탐방에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치킨난반�밥포함��10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오구라
미야자키 대표음식하면 역시 치킨난반
미야자키�사람들의 소울푸드
미야자키의 자랑 �치킨난반�은 튀긴 닭가슴살을 새콤
달콤한 식초양념에 살짝 담갔다가�타르타르소스를 듬
뿍 끼얹어 먹는 미야자키사람들의 소울푸드입니다�
맛있는 여러 가지�메뉴를�가족들과 부담 없이�즐길
수 있는 �오구라�는 창업자의 정신을�이어받아 미야자
키 식문화에 공헌하고�있습니다�

이�집 자랑거리

식초양념��타르타르소스�등은 모두�이�레스토랑 오리지널
수제소스��좋은 재료와 맛을 추구하는 전통을 소중히�지켜
오고�있습니다��미야자키시내 직영점은 본점과 세가시라
점입니다�

宮崎市瀬頭2�2�23（瀬頭店）
0985�23�5301
11�00�21�00（LO20�20）
不定休
31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크레이톤하우스
신선한 재료로�정성껏 만든 맛있고�건강한 요
리

이�집 자랑거리

다양한 양식메뉴 중에서도 특히 치킨난반은 창업�이래
최고의�인기를�지켜 온 요리입니다� 타르타르소스

는 모두�7가지�종류가�있습니다�

宮崎市大島町前田343（大島店）
0985�24�0553
11�00�23�00
なし
75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야타이보네
타협하지�않는 장인의 맛 야타이보네 돈코쓰라
멘

이�집 자랑거리

고미�향���단레�깔끔���노코�농후��이�세�가지�육수를 블
렌드한 �야타이보네라멘���순한 맛의 �미야자키라멘�
등… 타협 없는 장인의 한 그릇을 꼭 맛보세요�

宮崎市新別府町雀田1185宮崎中央市場内（本店）

0985�28�2945
10�30�14�00（スープがなくなり次第終了）
日曜日・祝日
30席
있음

4종치킨난반�밥��음료수��케이크 포함��1518엔 미야자키라멘�5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쇼쿠사이켄비�이치모쿠잇소
「지산치카쓰�地産地活�」를 신조로�한 미야
자키 먹거리의 맛에 매료된다�

이�집 자랑거리

눈 앞에서 조리하는 라이브키친이�매력적인�이�집은 미
야자키의 풍부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지산치카쓰�地
産地活�신토불이와 비슷한 개념��레스토랑입니다��활기
찬�스탭들이�여러분을�기다리고�있습니다�

宮崎市松山1�1�1宮崎観光ホテル内
0985�32�5938
11�30�14�30（LO14�00）、
18�00�21�00（LO20�30）
水曜日（ランチのみ定休 ※祝日は営業）
13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오가닉레스토랑�시젠
미야자키�시내가�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자연
친화적인�레스토랑

이�집 자랑거리

미야자키�시내가�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헤와다이공원에
위치한 뷔페레스토랑��무농약 채소를 듬뿍 써서 만든 요
리들이�호평을 받고�있습니다�

宮崎市下北方町越ケ迫6146平和台公園レストハウ
ス1F
0985�31�3693
11�00�15�30（LO14�30）、
17�30�21�00（LO20�00）
月・火曜日（祝日の場合営業）
56席 テラス席16席
있음

점심식사�어른�1870엔��초등학생 990엔�
저녁식사�어른�3960엔��초등학생�1100엔�

점심�저녁�어른�1690엔��실버요금・어린이요금 설
정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마스카레도
직장인들이�즐겨 찾는 식사가�맛있는 깃사텐
�찻집�

이�집 자랑거리

히가와리런치�날마다�메뉴가�바뀌는 특가런치���스파게
티��햄버그스테이크 등 모두가�좋아하는 메뉴가�많은 깃
사텐��인기�있는 오리지널 수제드레싱도 자랑거리�중의
하나입니다�

宮崎市橘通東4�10�29
0985�26�0133
11�00�15�00（LO14�30）
日曜日・祝日
22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라멘・교자전문점 라멘만
아침6시부터�11시까지는 특가�아사라�아침라
멘�타임�

이�집 자랑거리

진한 육수��차슈��자가제면��이�모든 것을 타협하지�않는
라멘이�자랑입니다��아사라�아침라멘�타임의 �앗사리
�깔끔한 맛��돈코쓰�도 호평받고�있습니다�

宮崎市村角町坪平1221�1
0985�27�7277
6�00�23�00
不定休
42席
있음

일본식 햄버그스테이크�히가와리런치��900엔 곳테리�진한 맛�돈코쓰라멘�82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라멘혼포�사토이모
쫄깃한 자가제면에 부드러운 돈코쓰육수

이�집 자랑거리

미야자키현산 돼지고기만을 써서 정성껏�고은 육수가
자가제면과 어울어져 마지막 한 방울까지�맛있습니다�
매일같이�먹고�싶은 맛의 미야자키라멘입니다�

宮崎市大島町原ノ前1445�107（本店）
0985�32�6868
10�30�22�00
水曜日
4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후라운다
채소소믈리에가�요리하는 신선한 채소와 광어
요리

이�집 자랑거리

미야자키에 처음으로�생긴 채소소믈리에협회�인정레스
토랑��자부심을�가지고�제공하는 채소��직영양식장에서
양식한 광어��이들을 메인으로�한 요리를 즐겨 보십시
오�

宮崎市錦町4�32
0985�24�6998
11�30�14�30（LO14�00）、
18�00�22�00（LO21�00）
不定休（HPでご確認ください）
38席
있음

라멘�630엔

가다이후쓰쓰미�카다이프말이�런치�176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오쇼쿠지노미세 얏코
직장인들에게�사랑받아 온 오요도지역이�자랑
하는 동네 밥집

이�집 자랑거리

50년�이상 오요도지역민들에게�사랑받아 온 밥집��가라
아게�닭튀김���치킨난반 등 두�가지�요리를 한 접시에 제
공하는 �히가와리메뉴�날마다�바뀌는 특가�메뉴��와�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카레가�인기입니다�

宮崎市中村東2�7�14
0985�51�6412
11�30�15�00
日曜日・祝日
23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미야자키�가마아게우동 도요토미
맛과 양에 만족��일부러 찾아�가는 소문난 집

이�집 자랑거리

미야자키시�시모키타카타초에서 아야초로�이전 오픈한
인기�가마아게우동집입니다��주문받고서 바로�삶아 내
는 쫄깃한 면과 덴푸라�튀김��맛을 즐겨 보세요�

綾町大字入野3450�1
0985�69�7857
10�00�15�00
月曜日
30席
있음

믹스정식 980엔

가마아게우동�1000엔��유부초밥�7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TOMATO�RAMEN 아우와
자가제면이�맛있는 돈코쓰 토마토라멘

이�집 자랑거리

크리미한 돈코쓰육수와 오리지널 토마토소스를 블렌딩
한 토마토라멘��수제 바질면을 먹고�나서 토마토밥을 말
아�리소또처럼 즐겨 보세요�

宮崎市清武町大字加納甲1021�4（清武本店）
0985�71�0052
11�00�20�00（LO19�30）
月曜日（祝日の場合翌日）
48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오린
파향이�중독성있음��자부하는 대표적인�메뉴

이�집 자랑거리

달달하고�향기로운 파와�가늘게 썬 차슈를 듬뿍 얹은
�네기라멘�파라멘��이�이�집을 대표하는 메뉴��오픈�이래
꾸준히�인기를 얻고�있습니다�

国富町木脇1117�2
0985�75�8298
11:30-13:30、17:30-20:00
水・木曜日
40席
없음

토마토라멘�치즈��783엔 네기라멘�756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구시마�이케지메 부리푸리돈부리�방어덮밥��11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오노야
이케지메부리�잡아서 바로�처리한 방어�를
회로��즈케로��불로�살짝 익혀서
일식 장인의 꼼꼼한 솜씨가�돋보이는 현지�대표요리�
구시마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방어회와 방어즈케가�수
북이�올라간 덮밥��오노야 특제 간장과 미소소스가�방
어 맛을 한결 돋우어 줍니다��덮밥 맨 아래쪽에는 또
다른 방어요리가�들어있습니다��마지막 한 입까지�맛
있게 드세요��방어아라지루�뼈된장국��도 맛이�일품입
니다�

이�집 자랑거리

다른 현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즐겨 찾는 현지�손님도
많은 �부리푸리돈부리���영양이�풍부한 구시마 앞바다에서
자란�기름기�오른 부리�방어�는�고소한 맛이�그만입니다�
회는 물론 즈케�간장양념에 살짝 재운 것�로도 맛있고
불로�익혀도 맛이�좋습니다�

串間市西方6524�108
0987�72�6323
11�00�14�30（LO14�00）、17�00�22�00（LO21�00）
不定
10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미나토노에키 메이쓰
회로��불에 구워서���차즈케�밥에 차를 부어 먹
는 음식��로…어떻게 먹어도�다�맛있습니다�

이�집 자랑거리

니치난은 잇폰즈리카쓰오�가다랑어 외줄낚기��어획량
일본 제일��메이쓰항에서 잡아 올린�가다랑어를 두�가지
소스�특제 간장 맛��소금 맛�로�맛보세요�

日南市南郷町中村乙4862�9
0987�64�1581
10�30�14�00（受付終了）
月曜日、第3火曜日、年末年始
77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닭새우요리・해산물요리�다이카이
�大海�
눈 앞에 펼쳐지는 바다��싱싱한 제철생선과 �이
세에비�닭새우��를 만끽해 보세요�

이�집 자랑거리

일식 장인이�만드는 해물덮밥은 그날 손질한 제철 해산
물을 제대로�맛보실 수 있습니다��생선 미소된장국도 별
미입니다��어획이�가능해지는 9월부터는�이세에비�닭새
우�요리도 꼭 맛봐야 할 메뉴입니다�

日南市宮浦568�1
0987�29�1308
11�00�13�30
木曜日、最終週の水曜日（祝日の場合は変更）
60席
있음

니치난 잇폰즈리카쓰오 아부리주�1500엔

다이카이�가이센돈�해물덮밥��27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부케야시키�이토저택 오비사료
분위기있는 공간에서 명품 쇠고기�미야자키규
를 푸짐하게

이�집 자랑거리

약�130년 전에 건축된 부케야시키�무사가�살던 집�를
복원한 건물입니다� 정성껏�기른 니치난시산 미야자키
규 레어스테이크와 특제 소스의 조화가�환상적입니다�
마무리는 �다시차즈케�로�

日南市飫肥8�6�10
0987�55�8010
10�00�17�00（LO16�30）※ランチは11�00�15�00ま
で
火曜日（祝日の場合翌日）
52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중화키친 렌게
얼얼하게 매운�사천마파두부를 맛보세요�

이�집 자랑거리

두�가지�두반장과 직접 만든�고추기름으로�맛을 낸 특제
사천마파두부가�제일�인기가�있습니다��화자오�花椒�향
과 마비되는 듯한 매운 맛이�최고��면메뉴��밥메뉴도�다
양합니다�

日南市吾田東9�1�28�1
0987�22�2631
11:00-14:00、17:00-20:00
火曜日
28席
없음

안라쿠씨네 미야자키규�스테키돈�스테이크덮밥�마
부시�2480엔※한정판매�10인분

사천마파두부정식�1200엔（점심시간 한정）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스페셜A런치��아몬드푸딩 포함��1023엔※기간한정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자・스누푸
마치 토마토 파스타같은 라멘 전문점
규슈에�10점포 있는Snooup��미야코노조 총본점의
부동의�인기�런치메뉴가�치즈와 삶은 계란를 토핑한
�A런치�입니다��이탈리아산 오가닉 토마토를�사용한
육수에 저염 치즈가�듬뿍 얹혀 나옵니다��오리지널 특
제 양념에 재운 반숙 계란이�입 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집 자랑거리

점포설계 및 각종 디자인은 오너가�담당��많은 부분을�스
텝들이DIY로�만들었다는 독특한 외관과 즐비하게 늘어선
선인장이�시선을 끕니다�

都城市宮丸町2999（総本店）
0986�21�3488
11�00�21�00（LO20�30）
なし
86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마루타 쇼쿠도
좋아하는 것을 몽땅 담은 어른을 위한 어린이
런치

이�집 자랑거리

주인이�좋아하는 메뉴를 몽땅 담은�스페셜정식�� 10년
전 오픈 당시부터 변함없는�인기메뉴입니다�

都城市吉尾町6220
0986�38�1461
11�30�15�00（LO14�30）、
17�30�21�30（LO21�00）
月曜日
4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류노타레
푸짐한 양의 칠리새우와 볶음밥이�한 세트로

이�집 자랑거리

창업�16년의�이름난 중화요리점 �류노타레�의�인기메뉴
는 �에비치리차한�칠리새우볶음밥��탱글탱글한 칠리새
우와 볶음밥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세트입니다�

都城市上川東3�1�4
0986�26�6123
11�00�15�00�LO14�00�、18�00�22�00�LO20�30�
水曜日夜
40席
없음

스페셜 정식�1280엔

에비치리차한�12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잇테쓰
진한 돈코쓰육수의 향이�환상적인�라멘�

이�집 자랑거리

돼지뼈��닭뼈 등을 비법으로�고은 특제 육수와 국물 맛
이�잘 배는�가느다란 면을�사용한 �라멘���오픈�이래�20
년�이상 한결같이�사랑을 받아 온 메뉴입니다�

都城市都北町3529�1
0986�38�6515
11�00�20�30（LO20�00）
月曜日
4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돈코쓰라멘 전문점 무가무추
규슈산 식재료를�사용한 진하고�감칠맛 나는
라멘

이�집 자랑거리

프랑스�요리사였던 셰프가�만들어 내는�이�집 라멘은 진
한 맛이�특징입니다��규슈산 식재료로�엄선해 만든 육수
를 카푸치노처럼 거품을 냄으로써 입안에서 한결 더 부
드럽게 녹아내립니다�

都城市志比田町5325�10
0986�21�4500
11�30�15�00（LO14�40）、
18�00�21�00（LO20�30）
なし
25席
있음

라멘�650엔

표고돈코쓰순백라멘 카푸치노스타일�80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치킨난반 정식�580엔�단품가격�36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종업원 마스크 착용

기리시마식품직영�이치바 쇼
쿠도
매력적인�가성비��명물은 특제 치킨난반
도매시장 부지�안에 있는 식당입니다��양 많은 정식메
뉴와 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안카케 야키소바�걸
쭉한 소스를 끼얹은 면요리��등을 찾는 손님으로�붐빕
니다��대표적인�인기메뉴는 쇼와�47년�1972년��창업
때부터 제공해 온 치킨난반으로��이�집 치킨난반은 닭
다리살을�사용하는 것이�특징입니다��적당한 산미의
단식초양념과 크리미한 타르타르소스는 수제이며 판
매도�하고�있습니다�

이�집 자랑거리

「싸고�빠르고�맛있다」로�고바야시를 PR하고자�하는 식
당입니다��매년�7월�8일에는 독자적으로��치킨난반의 날�
이라는 감사�이벤트를 개최하여 치킨난반정식�300인분을
착한�가격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小林市細野2123�1
0984�23�6826
8�45�14�00（LO13�45）、祝日
10�00�14�00（LO13�45）
日曜日
5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돈카쓰 산마루코테이
육즙이�가득하고�풍미있는�기나코부타�로스카
쓰�등심까스�

이�집 자랑거리

하자마목장의�기나코부타�돼지고기브랜드��숙성등심을
점심식사로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모든 메뉴가�테이크
아웃이�가능합니다��시행착오를 거듭해 식어도 맛있는
돈카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小林市堤2768�10
0984�22�3005
11�00�15�00（LO14�30）、17�00�LO20�00
水曜日
88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산코 라멘텐
세대를 막론하고�다들 좋아하는 깔끔한 맛 �구
루메�식 라멘

이�집 자랑거리

창업�이래�54년 간 선대로부터 계승해 온 돼지뼈와 닭뼈
를�고은 육수���좃토차슈�는 푹 삶은 삼겹살차슈가�4장
올라가�있습니다��차슈의 양이�적당해�인기입니다�

えびの市栗下98�2
0984�35�1725
11�00�16�00
不定休
27席
없음

산마루코테이�정식�1518엔 좃토차슈�68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고코얏도고바야시
고바야시산 먹거리의 매력을 한층 살린 원플레
이트 런치

이�집 자랑거리

식재료의�80%는�고바야시산��일본대사관저 요리인이
었던 셰프가�일본식 모던 프렌치를 제공합니다��런치에
는 프렌치오뎅 같은 퓨전요리도 들어있습니다��젓가락
으로�편히 즐기십시오�

小林市駅南267
0984�23�1800
11�30�15�00（LO14�00）、18�00�20�00※夜は完全
予約制
火曜日、第3月曜日
25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고시엔
인기메뉴�가라아게�닭튀김�는 오리지널 특제
소스로�맛의 변화도 즐겨 보세요�

이�집 자랑거리

올해 만 97세인�창업자 할머니가�지금도 현역으로�정식
과 덮밥을 만드십니다��서비스런치는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매일 내용이�바뀌는데��가라아게�닭튀김�는 일주
일에 한 번은 꼭 등장합니다�

高原町大字西麓876
0984�42�1065
11�00�14�00�※夜は予約のみ
日曜日
30席
없음

고코얏도 런치�1650엔 서비스�런치�가라아게�68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도리고보우동 정식�7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나가노 우동텐
자가제면 우동과 정식 맛도 양도 대만족�
이�집에서 국산밀로�만드는 면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
운 식감이며��가케우동은200엔이라는 착한가격��치킨
난반��아지후라이�전갱이튀김��같은 정식류도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갖가지�상을 수상한 �도리고보
�닭・우엉�우동정식�에는 미니치킨난반도 포함되어
있어 양이�상당히 푸짐합니다�

이�집 자랑거리

축구 J3「데게바자로�미야자키」팀의 선수들도 찾는 집�
새로�지은�스타디움이�가까이�보이며��자위대 전투기가�날
아다니는 모습도 창 너머로�내다보이는 좋은 위치에 자리
하고�있습니다�

新富町大字三納代1788�1
0983�33�6398
11�00�14�25
火曜日
26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우나기노�이리후네
비법의 특제양념과 절묘하게 잘 구워낸 장어가
자아내는 맛과 향

이�집 자랑거리

메이지�27년�1894년��창업��질 좋은 장어를 며칠 동안
지하수로�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고급 숯�備長炭�
으로�구워냅니다��특제 양념이�말로�표현할 수 없는 짙
은 향을 내며��겉은 바삭하고�안은 부드럽습니다�

西都市大字南方3316�3�
0983�43�0511
11�00�14�30、16�30�20�00（LO19�00）
不定休
7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빅버거
종류가�다양한 햄버거��정식＆스낵도♪

이�집 자랑거리

�아오시마 교롯케�어육�고로케��를�고안한 집��지금은�가
도가와산을�사용해 만드는 �교롯케버거�는 추억의 맛입
니다��인기메뉴 �치킨난반버거�에는�하바네로소스가�의
외로�잘 어울립니다�

新富町富田西2�21�
0983�33�0828
11�00�15�00
不定休
12席
없음

우나기�장어��정식�3510엔

교롯케버거�단품��345엔 치킨난반버거�단품��410
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오마루신차야
우동은 수타면��다양한 메뉴에 저렴한�가격�

이�집 자랑거리

멸치��가다랑어포��라우스�다시마 등의 국산 엄선재료를
사용한 육수와 쫄깃한 수타우동��신선한 생선을 큼직하
게 썰어 얹은 초밥 메뉴도�다양합니다�

高鍋町北高鍋4622�7（高鍋本店）
0983�22�3455
11�00�21�30（LO21�00）
なし（1�1のみ）
18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카페 키토스
몸에 좋은 재료로�만드는 홈메이드 카페런치

이�집 자랑거리

개방감 있는 도서관�시설 내에 있는 카페��런치타임에는
좋은 재료를 쓴 홈메이드 베이글��샌드위치 등을 맛볼
수 있으며 티타임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新富町上富田6345�5�新富町総合交流センターきら
り内
0983�32�7733
9�30�16�30
月曜日（祝日の場合翌日）
20席
있음

스페셜�가이센돈�해물덮밥�세트�1320엔

베이글�크랜베리크림치즈��240엔・�캐러멜��190
엔��쌀가루�시폰케이크�코코아마블��250엔��카페오
레・아이스크림�4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가와노에키 햐쿠사이야
지역여성들이�만드는�고향의 맛으로�「지산치
쇼�地産地消�신토불이에�가까운 개념�」

이�집 자랑거리

이�지역에서 나는 두툼한 표고버섯 돈코로�만드는 �시이
타케�표고�난반정식�이�인기입니다��표고버섯과 치킨의
비율은 조절이�가능합니다��니시메라 어머니들의 미소
가�따뜻합니다�

西米良村村所208�1
0983�41�4245
10�00�15�00（売店は9�00�17�00）
なし（12�29～1�3）
36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초밥・연회 호테이
휴일 점심시간에는�60%가�주문하는 특제�가
이센돈

이�집 자랑거리

초밥을 부담 없이�즐길 수 있도록 설정한 착한�가격은
�초밥정식�750엔�평일점심시간한정����흰쌀밥에 갖가지
회를 올린�가이센돈�해물덮밥�특�은 휴일의�인기�메뉴입
니다�

川南町川南13712�26
0983�27�0500
11�00�14�00（LO13�30）、
16�30�21�00（LO20�20）
不定休
150席
없음

시이타케난반 정식�치킨포함��850엔
가이센돈�해물덮밥�특��1650엔��스시테쇼쿠�초밥
정식��7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종업원 마스크 착용

산사이�나가코시
쇼와 때부터�3대째�이어 온 그리운 옛 맛의 산
채요리

이�집 자랑거리

미야자키현산 표고버섯��죽순��고비나물을 써서 대만 쫑
즈처럼 만든 �산사이비코�가�인기입니다��그 외에도 산
채 대나뭇잎 도시락�660엔 등이�있습니다��오시기�전에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木城町椎木3444�4�
0983�32�2700
10�00�17�00
日曜日
23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그릴 뽀빠이
간장베이스의 특제소스가�밥에 잘 어울립니
다�

이�집 자랑거리

3대에 걸쳐 단골이�되는 옛날 분위기�깃사텐�찻집���히
가와리런치��정식메뉴��각종 파르페��여름철에는�시로쿠
마�빙수�까지�폭넓은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都農町大字川北18836�1
0983�25�1727
11�00�15�00、17�00�21�00（LO20�00）
水曜日（不定休あり）
40席（今はコロナ禍で30席）
없음

산사이비코�1개��260엔
일본식 햄버그스테이크�샐러드��밥��미소된장국 포
함��120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치킨난반정식�10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원조치킨난반 나오짱
부드러운 튀김 옷에 새콤달콤 양념 타르타
르소스�없이�먹는 치킨난반
치킨난반의 원조집으로�현 내외에 팬들이�많습니다�
대표메뉴인�치킨난반은 작은�사이즈 닭의�가슴살을 써
서 살이�부드럽고�육즙이�풍부합니다��계란을 묻혀 폭
신폭신하면서도 바삭하게 튀겨낸 튀김옷에��선대로부
터 물려받아 독자적으로�블렌딩한 식초양념이�절묘하
게 어울립니다��테이크아웃도�인기가�있습니다�

이�집 자랑거리

「지산치쇼�地産地消�」를 신조로�식재료는 모두 미야자
키현산을�사용하고�있습니다��휴가도리�닭고기브랜드�로
만든�다타키�겉만 살짝 불로�구운 요리�와 도리모모야키
�닭다리숯불구이�가�인기입니다�

延岡市栄町9�3
0982�32�2052
11�00�13�45（LO）、17�00�19�45（LO）
月曜日夜・火曜日
32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후랏토고한
생선가게 경험을 살려 만드는 회정식이�인기

이�집 자랑거리

생선회와 히가와리정식을 제공��회정식은 그날 들여온
7가지�생선회에다�아지후라이�전갱이튀김�도 같이�나와
양도 푸짐하고�저렴해�인기입니다�

延岡市川原崎町162�1
0982�27�6210
11�00�15�00（※なくなり次第閉店）
日曜日・祝日
21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사이라이켄
창업�60여 년의 역사�깊은 감칠맛

이�집 자랑거리

미야자키현산 돼지고기의 관절뼈��머리뼈를 화력이�센
증기�보일러로�장시간�고아 깊은 맛을 낸 진한 돈코쓰육
수가�자랑입니다��전국 배송도�인기입니다�

延岡市旭町1�3�12
0982�32�4477
11�00�20�30（火曜日は�16�00）（※スープがなく
なり次第閉店）
水曜日
30席
있음

회정식�1100엔 돈카쓰라멘�7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가라멘야 마스모토
가라멘�매운 라멘�의�시작은 노베오카의 번화
가��매콤한 맛이�중독성 있습니다�

이�집 자랑거리

특제 오리지널 육수에 부추��다짐육��마늘을 듬뿍 넣고
끓여 냅니다��토마토카라멘��시로�하얀�카라멘��카레멘�
미소카라멘도 호평받고�있습니다�

延岡市古城町4�53（愛宕店）
0982�35�1799
11�00�22�00（LO21�30）
なし
7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이탈리아 창작요리�가나야
셰프가�정성껏 만들어 내는 요리의 재료는 거
의가�도토로산�

이�집 자랑거리

도토로산 식재료를 중심으로�만드는 갖가지�요리��기분
을 내고�싶은 날에는 파스타��메인디쉬��디저트까지�모
두 맛볼 수 있는 런치 코스를 추천합니다�

延岡市土々呂町6�1734�1
0982�37�3911
11�30�14�30（LO）、17�30�21�00（LO）
月曜日
36席
없음

레귤러사이즈�800엔～��레이디스사이즈�650엔～
런치 코스�전채요리��파스타��샐러드��고기or생선�
디저트��음료��빵��27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덴료우동
맛있고�싸고�빠른 현북지역의 소울푸드

이�집 자랑거리

이�지역에서 오랫동안�사랑 받아온 집��가다랑어��다시
마��표고버섯 등으로�우려 내는 육수는 창업�이래 한결
같은 맛입니다��각종 우동��오뎅과 소프트크림도�인기입
니다�

日向市新生町2�66�1（本店）
0982�52�2822
10�00�19�00（LO18�50）
不定休
9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돈코테이
모로쓰카산 먹거리의 맛을 발견하세요�

이�집 자랑거리

모로쓰카산 식재료를 쓴 뷔페가�인기입니다만��현재는
정식과 덮밥을 제공하고�있습니다��두툼한 말린 표고버
섯 나바를 불려서 튀긴 �나바카쓰�덮밥과 카레가�호평받
고�있습니다�

諸塚村大字家代3068（しいたけの館21内）
0982�65�0178（しいたけの館21）
11�30�14�00（LO13�30）、
17�00�21�00（LO20�30）
※夜は前日までの要予約
水曜日
48席
있음

텐료우동�가마아게우동��340엔 나바카쓰돈�83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다이요우동
정식이�인기��육수가�자랑인�우동집

이�집 자랑거리

멸치��다시마��고등어 등의 게즈리부시�육수용 어포�로
우려 낸 진한 육수가�자랑입니다��우동과 세트로�된 정
식종류도�인기인데��특히�가볍게 먹을 수 있는 도리텐
�닭텐푸라��을 추천드립니다�

門川町中須3�1
0982�63�2446
9�30�20�30（LO20�00）（※なくなり次第閉店）
不定休
6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옷토옷토
엄선된 좋은 식재료만을 써서 화덕으로�구워내
는 피자

이�집 자랑거리

장작불 화덕으로�구워내는 피자가�유명합니다��피스타
치오 페이스트와�리코타치즈��이탈리아 소시지를 바삭
하면서도 쫀득한 반죽으로�싸서 굽는 칼조네도 추천합
니다�

美郷町西郷田代12729�1
0982�60�3396
11�00�15�00（LO）
水・木曜日
30席
있음

도리텐우동정식 960엔

피스타치오 칼조네�218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미니스테이크정식�26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니쿠코보�하쓰에이
맛있는�다카치호규�명품쇠고기�를 드시겠
다면 꼭 여기서�
다카치호초에 있는�고기�전문점 �니쿠노마사키야�가
운영하는�가게��스테이크��야키니쿠�숯불구이�는 A5랭
크�10번�이상의�고기만을 써 육질이�좋기로�소문이�나
있습니다��두툼하게 썬�고기를 눈 앞에서 맛있게 구워
먹는�스테이크가�최고��겨자간장과도 궁합이�잘 맞습
니다�

이�집 자랑거리

저렴하면서 양도 많은 �니쿠메시정식�과 �야키토리정식�은
찾는 손님도 많으며 테이크아웃도�가능합니다�

高千穂町三田井1404�1
0982�72�2468
11�30�14�00
月・火曜日
34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깃사�가린카
한결같은 맛이�이�지역에서�사랑받아 온�이유

이�집 자랑거리

아이들을 동반하는 손님도 많고��3대에 걸쳐 단골인�손
님도 있는 집입니다��치킨난반은 생고기를�사용해 살이
연하기로�유명하며��부드러운 맛의�다마고산도�에그샌
드위치�도�인기가�있습니다�

高千穂町三田井797
0982�72�4682
11�00�20�00
火曜日
2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특산센터�고카세
미식 콘테스트 우승경력 보장할 수 있는�고카
세의 맛

이�집 자랑거리

돼지하라미�갈매기살�를 특제 양념에다�재운 �도쿠호루�
를�이�지역산 양파를 넣고�볶아 양배추와 같이�밥에 올
린 �도쿠호루돈�특곱창덮밥�����도쿠호루�는 냉동판매도
인기가�있습니다�

五ケ瀬町大字三ケ所98�1
0982�82�1400
10�30�16�00（店舗8�00�18�00）
なし（1�1のみ）
44席
없음

치킨난반세트�780엔��다마고산도�470엔

도쿠호루돈 9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시마노야 쇼쿠도
면 종류부터 정식까지�갖춘�3대째�이어오는�이
고장 밥집

이�집 자랑거리

관청 바로�옆에 있는 정식집��주문을 받고서 바로�튀겨
내는�가라아게�닭튀김�정식은 밥��고바치�조그마한 그릇
에 담아내는 반찬���미소된장국이�세트인�푸짐한�인기메
뉴입니다�

日之影町岩井川3407�3
0982�87�2257
10�00�14�00
土・日曜日・祝日
12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레스토랑�이쓰세
제철 식재료를 쓴�다채로운 계절요리

이�집 자랑거리

약�10가지�요리를 맛볼 수 있는 회석요리가�자랑입니다�
이�지역산 산천어 소금구이��수제디저트 등 양도 푸짐합
니다��다카치호규�명품쇠고기��추가�코스도 강추�

五ケ瀬町大字三ケ所9223（ごかせ温泉森の宿木地
屋）
0982�82�1115
11�00�14�00、17�00�21�00（LO20�00）
水曜日
60席
있음

가라아게 단품�450엔�정식�680엔

숙박자용 회석요리�3300엔�예약필수�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MRT�아나운서 Rei�Shimizu�추천 점심식사

이탈리안바 벤카루도
이탈리아 연수 경험이�있는 셰프가�만드는 파스타

파스타런치�샐러드��음료포함��10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이�집 자랑거리

날마다�종류가�바뀌는 파스타런치 강추��이탈리아
의 식재료를 엄선해 만드는 파스타는 질리지�않는
맛입니다��피자는 테이크아웃도�가능합니다�

宮崎市清水1�2�2藤田ビル102
0985�25�5838
11�30�14�00（LO13�30）、17�30�22�00（LO21�00）
日曜日（不定休あり）
20席
있음

오너 부부의 따뜻한 접객 분위기도�이�집이�마음에 드는�이유 중의�하나입니다��런치�하기
에도 좋고��디너에도 좋고��어떤 용도에도 잘 어울리는 레스토랑이라는 생각이�듭니다�



UMK�아나운서 Yuuki�Fujisaki�추천 점심식사

겐짱�스테이크
1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양은 여기뿐�

프리미엄 겐짱스테이크�1파운드�2650엔�밥��샐러드포함�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이�집 자랑거리

스테이크는 소금��후추만 뿌려 구워냅니다��테이블
에 준비된 여러�가지�양념과 소스는 취향에 따라�사
용하십시오�

宮崎市大塚町城ノ下2770�3
080�4691�0568
11�00�14�00（LO13�30）、17�45�22�00（LO21�00）
水曜日（祝日の場合は営業）
40席
없음

고기도 점장도 빅사이즈��ㅋㅋ
배도 마음도 든든해지는�스테이크 집�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미야자키규 로스스테이크 코스�150g�
수프��샐러드바��음료바��구운 채소��밥or볶음밥��식빵으로�만
드는 디저트 포함�7000엔�저녁식사가격�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미야치쿠 레스토랑
엄선된 미야자키규를 만끽해 보세요�
미야자키현산 구로게와규�일본 흑우��중에서도 양질
의�고기에만 붙이는 브랜드명이��미야자키규�입니다�
생산농가가�정성 들여 키운 �미야자키규�를 눈 앞에
서 철판으로�조리해 제공해 드립니다��풍부하고�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미야자키규�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소중한 분과 특별한�시간을 보내십시오�

이�집 자랑거리

미야자키 현내에�4군데��손님들 눈 앞에서 펼쳐지는 조
리�퍼포먼스��피아노 선율이�흐르는 밤�시간의 히토쓰바
미야치쿠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느긋한�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宮崎市新別府町前浜1401�255（一ツ葉ミヤチク）

0985�28�2914
11�00�15�00（LO14�00）、17�00�21�30（LO20�30）
不定休
62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다이슈 그릴
�혼술�OK��포장� OK�부담 없이�맛있게�

이�집 자랑거리

전국적으로도 몇 집 안 되는 �돼지혀 전문점���여기서 밖
에 맛볼 수 없는 엄선 메뉴를 혼자서도 부담 없이�즐길
수 있습니다�

宮崎市橘通西2�3�13
0985�41�5388
15�30�22�30（LO）
月曜日
16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종업원 마스크 착용

헤이케노사토
일절 타협 없이�엄선된 재료로�만들어 내는 맛

이�집 자랑거리

창업으로부터�38년간�고집해 온 국산 쇠고기�100% �시
모후리�마블링��햄버그스테이크���고기에는 소금 후추만
뿌려 질 좋은�고기의 참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宮崎市新別府町土田540�1（新別府店）
0985�23�1405
11�30�15�00、17�30�22�00、土・日曜日・祝日
11�30�15�00、17�00�22�00
なし
64席
있음

두툼하게 썬 돼지혀꼬치�2개��1200엔
숯불로�구운�시모후리�햄버그스테이크��170g�
1463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료칸 오도소
노포 료칸에서 맛보는 자랑의 맛��전통의 나베

이�집 자랑거리

오도나베는 �행운의 나베�라고�불리는 명물 요리로�
WBC�역대 감독들도 행운을�기원하며 먹어 왔습니다�
스포츠 왕국 미야자키를 대표하는 나베로�사랑받고�있
습니다�

宮崎市橘通東2�9�8
0985�23�2092
11�30�13�30、17�00�22�00※昼も夜も予約制
不定休
40席（完全個室）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마루만 야키토리�본점
전국적으로�유명한 맛 원조�스미비모모야키

이�집 자랑거리

정성껏 손질한 뼈 있는 닭다리를 질 좋은 숯으로�단숨에
구워 내는 �모모야키�는 씹으면 씹을수록�고기의 감칠맛
이�입 안에 퍼집니다�

宮崎市橘通西3�6�7
0985�22�6068
17�00�22�00
日曜日（月曜日が祝日の場合は営業）
60席
없음

오도나베를 집에서도 손쉽게���오도나베육수��864
엔에 판매중 모모야키��수프��오이�포함��12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에스닉레스토랑 그룬테푸
여기서 밖에 맛볼 수 없는�시간과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집 자랑거리

예전부터 있던 아와기가하라의 에스닉 요릿집입니다�
월남쌈��탄두리치킨은 예약이�필요합니다��음료・주류
무한리필 코스도�가성비 최고�

宮崎市阿波岐原町前浜4276�507
0985�27�8805
17�30�21�30、土曜日17�00�21�30、日曜日
17�00�21�00
月・火曜日
5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다카사고
이게 바로��니시타치 감성��인간미 넘치는 대중
술집

이�집 자랑거리

창업�이래 많은 손님들에게�사랑받아 온 대중 술집��오
뎅과 안카케야키소바�걸쭉한 소스를 끼얹은 면요리�도
인기��니시타치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이자카야입니다�

宮崎市橘通西3�1�10
0985�22�2363
17�00�22�30�（LO22�00）、金・土曜日
17�00�23�00（LO22�30）
（1Fのみ16�00から営業）
日曜日
163席
있음

월남쌈�예약필수��1개�450엔
조린 계란과 도만규�쇠고기브랜드�힘줄 조림�520
엔��메뉴�100종류이상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종업원 마스크 착용

야키토리�메구미야
태양��자연��인심의 메구미�은혜恵��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이자카야

이�집 자랑거리

엄선된 식재료로�만든 향토음식과 닭꼬치��신선한 생선
등�다양한 종류의�이자카야 메뉴를�가족들과 즐겨 보세
요�

宮崎市霧島1�93�2（恵屋プラス宮崎霧島店）
0985�61�0190
16�00�23�00
不定休
15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만사쿠
훈훈한 정이�느껴지는 창업 당시부터 한결같은
맛

이�집 자랑거리

구시야키�꼬치구이���시비고마즈케�생선회 깨무침���우
마니�조림��등�하나하나�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창업
당시부터 변함없는 맛의 요리와 소주를 즐기실 수 있습
니다�

宮崎市橘通西2�6�17
0985�24�2823
17�00�22�30
日曜日、祝日
35席
없음

닭꼬치��닭파꼬치��닭꽁짓살��닭껍질�1꼬치 99엔 구시야키�814엔��신선한�고기를 구워낸�인기메뉴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가이센차야 우오사
가족들과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집 자랑거리

메뉴가�다양하고�여러 용도로�이용하기�편한 점이�자랑
입니다��계약농가에서 들여오는 식재료로��안전・안심�
을 제공합니다��다타미 별실��반별실도 구비하고�있습니
다�

宮崎市学園木花台桜1�21�5（宮崎木花店）
0985�58�3532
11�00�22�00�（LO21�30）
不定休
12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군케이
자부심을�가지고�만든 미야자키 명물을 놓치지
마세요�

이�집 자랑거리

직영농장에서�기른 미야자키지돗코�명품닭고기�는 살이
연하면서도 탄력이�있어 씹는 맛이�일품��무첨가�수제
구운 소금을 뿌려 숯불로�구워낸 미야자키 명물을 꼭 맛
보세요

宮崎市中央通8�12（本店隠蔵）
0985�28�4365
17�00�24�00�（LO23�00）
不定休
84席
있음

에라베루�고치소젠�1598엔
프리미엄 모모야키�닭다리숯불구이� 유즈코쇼�유
자와�고추로�만드는 양념��곁들임�1596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히노데 호루몬
신선한 양질의 호루몬 처음 경험하는 맛�

이�집 자랑거리

호루몬�곱창�을 비롯한 신선한 양질의�고기를 질 좋은
숯으로�구워냄으로써 여분의�기름기가�빠져 느끼하지
않고�담백한 육즙을 즐길 수 있습니다�

宮崎市天満3�7�3
0985�53�5253
18�00�24�00、日曜日・祝日17�00�23�00
木曜日（祝日、祝日前は営業）
7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교치쿠엔
미야자키의�인기�야키니쿠집��50년�이상�사랑
받아 온 집

이�집 자랑거리

1968년에 창업하여��좋은 식재료를�고집하고�더 좋은
맛을 추구해 오면서 쌓아 올린 신뢰와 실적��특제 양념
은 물론 김치와 드레싱 같은 것들도 모두 수제입니다�

宮崎市大塚町水流5131（大塚本店）
0985�54�1234
11�00�22�00�（LO21�30）
なし
324席
있음

특가�코스��주류 무한리필 코스도 있습니다�
인기�메뉴 �로스추토로A세트�7210엔�로스�600g�
우설�200g��골드호루몬�300g��양배추��상추�� 평일
에는 밥�대��3공기��김치�2접시�서비스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종업원 마스크 착용

람푸테이
최고의 재료와�기술로�매료시키는 전통의 양
식을 세계로�

이�집 자랑거리

세계적인�프렌치 셰프 미쿠니�기요미 씨에게 전수받은
2대 셰프 후지사와 겐지�씨가�최상급 재료와�기술로�매
료시키는 맛��최고의�시간을 연출해 드릴 것입니다�

宮崎市中央通8・16�第2三輪ビル中2F
0985�25�8337
18�00�23�00�（LO22�00）
月曜日
26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지도리모모스미비야키 란보
전국 방송에서도 호평 본�고장의 맛을 전국으
로

이�집 자랑거리

토종닭 숯불구이의 명가��란보���전국 방송에도 소개된
집으로�맛은 보장��오리지널�스파이스가�닭고기�맛을 한
층 살려줍니다���2021년�2월에�이전�

宮崎市大島町萩崎537�27（本店）
0985�27�3913
17�00�24�00�（LO23�00）
不定休
50席
있음

다라바가니�킹크랩��크림�고로케�1870엔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즐겨 찾는 호네쓰키모모야키
�뼈 있는 닭다리�숯불구이��110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로스＆치킨난반젠�1848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종업원 마스크 착용

돈카쓰�다이코
질 좋은 돼지고기��빵가루��라드가�자아내
는 맛의�하모니
정육업계에서 단련한 요리연구에 열심인�주인이�솜씨
를 발휘합니다��전용빵으로�만든 신선한 빵가루를 입
혀 감칠맛 나는 라드로�튀겨 내는 돈카쓰는 암염을 찍
어 드시면 입 안�가득�고기의 단맛과 감칠맛이�퍼집니
다��매일 아침 만드는 타르타르소스를 듬뿍 얹은 치킨
난반도�인기가�있습니다�

이�집 자랑거리

두�가지�인기요리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한 접시��고기는
특정브랜드를�고집하지�않고�신뢰할 수 있는 정육점을 통
해 미야자키현산을 구매해서 정성껏 조리해 맛을 살려 냅
니다�

日南市上平野町1�4�1
0987�23�6505
11�00�14�30（LO14�00）、16�30�21�00（LO20�00）
月曜日
10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장어요리�다이세이
미야자키・가고시마산 장어를 만끽하세요�

이�집 자랑거리

일본 정원을 내다 보며 먹을 수 있는 장어요리��미야자
키・가고시마산 허브 장어를 원적외선으로�구워낸�가바
야키�장어구이�는�고소하며��뜨끈뜨끈하게 쪄 내는 세이
로무시�장어찜�는 살이�아주 부드럽습니다�

日南市吾田東10�8�14
0987�22�3478
11�00�14�00（LO13�30）、
17�00�21�00（LO20�30）
水曜日、12�31～1�2
76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구이몬야 신짱
신선도가�뛰어난 생선회 싱싱한 생선의 빛깔과
식감에 놀라실 것입니다�

이�집 자랑거리

구시마의 맛있는 요리를 먹고�싶으시다면 메뉴가�다양
한�이�곳��특히 생선회가�시그니처��그날그날 들여오는
생선은 살에서 빛이�나고�식감은 탱탱합니다�

串間市西方5684�1
0987�72�1939
17�30�23�00（LO22�30）
水曜日
42席
없음

우나기노 세이로무시�2980엔
사시미 모리아와세�모둠회��1100엔～�사진은
38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구시카쓰 센본
제철 생선��고기��채소를 따끈따끈한 구시카쓰
로

이�집 자랑거리

제철 식재료를 쓴 구시카쓰는 금방 튀겨 낸 따끈따끈한
것을�하나씩 제공��고운 입자의 빵가루를�사용해 식감이
바삭한 꼬치는 얼마든지�먹을 수 있습니다�

日南市園田2�7�21
0987�23�6160
18�00�23�00（LO22�30）
日曜日
25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종업원 마스크 착용

회전초밥�스시토라
전통있는 초밥집의�기술이�돋보이는 아부리즈
시가�인기

이�집 자랑거리

쇼와�28년�1953년�에 창업한 전통있는 초밥집��주로�규
슈 각지의 산지에서 보내 오는 생선은 신선도가�뛰어납
니다��맛과 식감을 살린�인기메뉴 아부리�겉만 살짝 불
로�구운 요리�는 굉장히�고소합니다�

串間市寺里2�8�6（串間本店）
※道の駅くしま内に、2021年5月中旬移転予定
0987�72�1427
11�30�14�30（最終入店14�00）、
17�00�20�30（最終入店20�00）
※土日のランチは11�30�15�30（最終入店15�00）
不定休
45席
있음

오마카세 구시모리�꼬치�8개 세트��1326엔

아부리야키사몬토로�살짝 구운 연어��330엔��아부
리나마에비�살짝 구운 생새우��264엔��오늘의�시오
레몬즈쿠시�소금레몬 초밥모둠��44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채소테린느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SLF
지역산 먹거리로�만든 보기에도 아름다운
요리
제철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오픈하여 올해로�10년을
맞이하는 SLF���채소테린느�는 런치 코스에도 디너 코
스에도 맨 처음에 등장하는 요리입니다��20종류�이상
의 채소를 써 정성껏 준비한 것이라 보기에도 화려합
니다��소금과 올리브오일로�드셔 보세요�

이�집 자랑거리

화사한�인테리어에는 주인의 아이디어가�많이�담겨 있습
니다��10주년을�기념해 대규모 개조도 예정하고�있습니
다�

都城市千町5000
0986�80�4224
11�30�14�30�LO14�00）、18�30�21�30（LO21�00）
月曜日、第1・第3火曜日（祝日は営業）
4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종업원 마스크 착용

사쿠라무스비
일본 전통 조미료가�맛의 비결��육즙이�흘러넘
치는 햄버그스테이크

이�집 자랑거리

제철 식재료를�사용한 일본�스타일의�고바치�조금 담아
내는 반찬�에다�수제 디저트까지�나오는 만족감 드는 세
트 메뉴��국내산 재료를�고집하는 햄버그스테이크는 육
즙이�풍부합니다�

都城市南鷹尾町18�32
050�1096�8150
11�00�14�00、18�00�20�00※夜は要予約
月曜日
16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욧타야
종류가�무려�100여�가지��고르는 재미가�있는
꼬치구이

이�집 자랑거리

미야코노조산 간논이케포크�돼지고기브랜드�를 쓴 삼겹
살 꼬치��말이꼬치��기리시마토리�닭고기브랜드�를 쓴
닭꼬치��해산물꼬치 등 풍부한 종류의 꼬치구이가�매력
적입니다��양배추는 무한리필�

都城市中町3�4（本店）
0986�22�2219
18�00�24�00（LO23�30）
なし
40席
없음

사쿠라무스비세트�토마토치즈 햄버그스테이크�세
트�1320엔 오마카세�10꼬치�10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나도바도
육즙이�풍부한 �난고쿠겐키도리�의 치킨난반
전문점

이�집 자랑거리

�난고쿠겐키도리�닭고기브랜드��를 써서 만든 치킨난반
은 육즙이�풍부하면서 웰빙 음식입니다��오리지널 토마
토소스를�사용한 그릴치킨과 세트로�즐겨 보세요�

都城市下川東1�15�6
0986�24�5695
11�00�21�00（鶏がなくなり次第閉店）
なし
74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오하시도코로�기타모로
미야자키규를 만끽할 수 있는 히쓰마부시정식

이�집 자랑거리

�히쓰마부시�는 나고야에서 요리경험을 쌓은 주인이�고
안한 요리입니다��우선 그대로�맛보고��그�다음에는 양
념을 넣어서 먹고��마지막에는�가쓰오다시�가다랑어포
육수�를 부어 오차즈케로�먹는 요리입니다��미야자키규
를 여러가지�방법으로�맛볼 수 있습니다�

三股町五本松14�1（三股店）
0986�80�7878
11�00�15�00（LO14�00�、18�00�21�
30（LO20�30）
火曜日
45席
있음

Chicken�No�4�다리살 치킨난반과 토마토・치즈
그릴치킨�1298엔

미야자키규 히쓰마부시�정식�2178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스부타 935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중화요리�쇼이치
80가지�정통중국요리를 누구나 먹기�쉬운
맛으로
창업 때부터 한결같이�누구나 먹기�좋고�미나미 규슈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는 중국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맛을 찾아 현 내외에서 손님들이�찾아 오게 되었습
니다��스부타�일본식탕수육�는 어른 아이�할 것 없이
좋아하는 요리��이�집에서 직접 만드는 순한 맛이�자랑
인�특제 아마즈�달콤한 식초양념�가�맛의 비결입니다�
스부타는 바싹 튀긴 삼겹살에 아마즈안이�듬뿍 묻힌
일품요리입니다�

이�집 자랑거리

소탈하며 편안한 접객이�평이�좋습니다��세련된 실내는 널
찍하고�별실도 여러 개 있어 어디 앉아도 옆자리를 신경
쓰지�않고�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えびの市大字原田79
0984�33�0924
11�00�14�00、17�00�22�00（LO20�30）
木曜日（月2回ほど水曜と木曜の連休あり）
8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숯불구이�규신
직영정육점이�미야자키규를 한 마리�통째로�구
입해 부담없는�가격에 제공

이�집 자랑거리

활기찬 접객과 밝은�가게 분위기��우설��안심��명물인�항
아리양념갈비 등�6가지를 맛볼 수 있는 �네기시오히레
코스�강추��고바야시시�호소노점��미야자키점에도 있습
니다�

小林市堤3116�1（堤店）
0984�23�5055
11�00�14�00（LO13�30）、
17�00�22�00（LO21�30）
不定休
8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이루미난테
화덕으로�구워내는 피자 등�이탈리안 요리를
부담 없이

이�집 자랑거리

인테리어가�각각�다른 별실이�7개��이�지역 아카도리�닭
품종�로�만든 퓨전요리�다타키는 케이퍼가�맛의 악센트
가�되어 술안주로�딱 맞는 요리입니다�

えびの市坂元187�2
0984�33�2972
11�30�14�00（LO13�00）、18�00�21�30（入店
20�00、LO20�30）
月曜日（祝日の場合は翌日）
28席※営業時間・メニューは確認を
없음

네기시오히레코스�3～4인분�6458엔 아카도리노타타키 온드레싱�샐러드��957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야키니쿠＆스테이크 나카니시
목장 직영점이라서�가능한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

이�집 자랑거리

고바야시시의 좋은 자연환경에서 번식에서부터 일관된
시스템으로�길러 낸 니시노하라목장의 와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스페셜 코스는�가족이나 그룹 여럿이서 충분
히 즐길 수 있는 내용의 특가�세트입니다�

小林市細野1889�1
0984�22�4649
11�30�14�00、18�00�21�30（LO21�00）
水曜日
5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아지도코로�젠
기발한 아이디어의 꼬치구이를 꼭�시켜 보세
요�

이�집 자랑거리

그 날 들어온 신선한 식재료로�만드는 창작요리가�일품�
꼬치구이�종류에는 중화면에 돼지고기를 돌돌 만 독창
적인�것도 있습니다��안카케야키소바�걸쭉한 소스를 얹
은 면요리�나 짬뽕처럼�다들 좋아하는 메뉴도�인기가�있
습니다�

高原町大字西麓960
0984�42�0008
18�00�23�00
月曜日
20席
없음

스페셜 코스�2870엔※사진은�2인분 구시야키 모리아와세�11꼬치��200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야키교자�1인분�8개�4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교자노 마와타리
엄선된 재료로�「지산치쇼�地産地消�」
맛의 여운이�남는 쫀득한 교자
두툼하고�쫀득한 만두피와��미야자키현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섞어�다진�고기와�이�지역�고유군��양배추 등
을 넣어 만든 만두소가�특징입니다��수제 라드을 써서
바싹 구워낸 야키교자�군만두�는 맛이�깔끔해�1인분�8
개가�눈 깜짝할 새에�다�없어질 정도입니다��아게교자
�튀긴 만두���스이교자�물만두��외에도 미야자키산 닭
날개에 만두소를 채워 튀기는 �데바교자�1개�240엔��
도 강추�

이�집 자랑거리

이�가게�사장이��교자노마치�다카나베추진협의회�회장�
�다카나베교자�를 비롯한�다카나베초에 있는�다른 교자집
과 협력하여�다카나베교자 활성화에 힘쓰고�있습니다�

高鍋町北高鍋洗井5180（本店）
0983�22�3251
16�00�20�30（LO）
火曜日
56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와인과 채소 아리파카
다양하고�컬러풀한 채소요리를 와인과 함께

이�집 자랑거리

채소를 좋아하는 셰프가�재료의 맛과 식감을 살려 만든
다채로운 요리가�즐비합니다��인기있는�전채요리모둠�
도 포함된7종 코스요리는 주류 무한리필을 세트해서
3700엔�

西都市妻町2�20
0983�43�5035
11�30�14�00（LO13�00）、
18�00�23�00（LO22�15）
木曜日、月1回水曜日
18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종업원 마스크 착용

센토코라쿠
든든하게 먹고�싶을 때 짱인�맛과 양

이�집 자랑거리

광동요리를 베이스로�하여 일식과 양식의 요소도�가미
한 오리지널 중화요리��신선한�지역 먹거리를 듬뿍 써
맛도 양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新富町富田2�4�2
0983�33�2500
11�30�14�00、17�20�20�45（LO）（日曜日は
11�30�14�00）
月曜日、第1・3日曜日
26席
없음

여러가지�채소로�만든 전채요리모둠��2인분��1650
와인�1잔��550엔～ 쇠고기�온천계란덮밥�88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다카나베교자
채소가�듬뿍 들어 담백한 교자 얼마든지�먹을
수 있습니다�

이�집 자랑거리

구운 것��튀긴 것��매운 맛 등 종류가�다양한 교자는 채소
가�듬뿍 들어가�맛이�담백합니다��기호에 따라 중국 향
신료가�든 수제�고추기름을�가미해 드셔도 좋습니다��안
카케야키소바도�인기가�있습니다�

高鍋町大字高鍋町657
0983�22�2531
16�30�22�00（LO21�30）（売り切れ次第閉店）
月曜日
3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창작요리�와온
곤약을 배합한 �요조면�과 창작요리

이�집 자랑거리

이�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로�만든 일식과 양식을 절충한
창작요리를 테이블석에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곤약으로�만든 몸에 좋은 �요조멘�養生麺�� 메뉴도 반드
시�드셔 보세요�

木城町大字高城1299�1�
0983�32�3406
11:30-13:30、17:00-22:00
水曜日
50席
있음

야키교자�군만두��500엔��포장은�480엔�

오무소바�요조멘사용��715엔��월남쌈�605엔��계란
말이�55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안심돈카쓰와 새우튀김 정식�1528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정기적인�환기

후지카쓰
50년�이상 한결같은 맛 밥이�절로�당기는
돈카쓰
돈카쓰전문점으로�50년�이상�이�지역에서�사랑받고
있습니다��전용 빵으로�그때그때 만든 입자가�굵은 빵
가루를 입혀 라드로�튀겨내는 돈카쓰는 바삭바삭합니
다��특히 안심살을 얇게 편 �히레카쓰�가�인기가�있으
며�이�집 수제 소스와 어울려 밥과 잘 맞습니다��양배
추는 수제 드레싱으로�드세요�

이�집 자랑거리

밥��미소된장국��양배추 무한리필��돼지고기와 양파가�들
어간 미소된장국이�은근히�인기가�있어�리필하는�사람도
많으며��돈카쓰를 포장해�가는�사람도 많습니다�

日向市上町9�4（日向本店）
0982�52�2258
11�00�21�30（LO21�00）
水曜日（12�31・1�1）
45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노베오카 오구라
대표메뉴인�치킨난반과 함께 짬뽕도�인기

이�집 자랑거리

치킨난반은 선대�사장이�개발한 비법을 독자적으로�개
량한 요리로��육즙이�풍부해 정말 닭가슴살인가�하는 생
각이�들 정도입니다��짬뽕도�이�집�인기메뉴 중의�하나
입니다�

延岡市出北2�14�24（出北店）
0982�32�2136
11�00�14�30（LO）、17�00�20�00（LO）
火曜日（12�31・1�1）
9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다중이용 공간의 철저한 소독

야키니쿠 주주
맛있는�고기�배불리�먹고�온�가족 해피�

이�집 자랑거리

점심은�1518엔부터이고 저녁은�2068엔부터인�뷔페
가�인기입니다��고기�16�종류��채소와 해산물�30�종류�
디저트�11�종류를 갖춘 주문식 뷔페를 즐겨 보십시오�

日向市江良町4�39
0982�55�1029
11�30�22�00（LO21�30）
なし
34席
있음

치킨난반�1188엔
주주세트�흑우갈비��돼지갈비��우설��소곱창��6578
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아지도코로�고쿠기칸
개인부터 단체손님까지�노베오카에서�가장 전
통있는 요릿집

이�집 자랑거리

제철 먹거리를 골고루 갖춘 요릿집입니다��특히�기타우
라에서 자란 혼사바�참고등어��강추��소금과 식초로�절
인�후 표면을 불로�살짝 구워 단맛을 낸�사바즈시�고등
어초밥�가�특히 호평입니다�

延岡市春日町2�3�4
0982�32�5729
11�00�15�00、17�00�22�00（LO21�00）
月曜日（繁忙期を除く）
150席
있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요코이도코로�시바야
시바만의 향토요리와 어머니 손맛 수타 소바
�메밀국수�

이�집 자랑거리

메밀가루를 비롯해 거의 모든 식재료가�시바산��이�지역
두부로�만든 덴가쿠를 포함한�3가지�요리를 쟁반에 담
아 내옵니다��밥은 옥수수 밥 등�시바를 상징하는 음식
들이�자랑입니다�

椎葉村大字下福良1818
0982�67�2868
11�00�14�00�※夜は要予約
不定休
20席
없음

히무카 혼사바노 야키사바즈시�단품��1320엔 산오리�수타소바 900엔과 B세트�50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돈소쿠노�가라아게�55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이자카야�사콘
지역 특산 유자가�맛의 비결인�인기�있는 대
표메뉴
히노카게에서 나는 식재료를 쓴 요리를 맛볼 수 있어
인기�있는 집입니다��이�집 대표 메뉴 �돈소쿠노카라아
게�족발튀김��은 장작불로�속까지�푹 삶은 족발을
200℃ 정도의�기름으로�튀깁니다��그것을 히노카게산
유자를�사용한 수제 폰즈로�버무려 냅니다��포장메뉴
로도 최고�인기입니다�

이�집 자랑거리

지비에�수렵한 야생 동물고기���민물게는�사전예약이�필
요합니다��무료 셔틀버스도 있으며��코스요리는 연령과 남
녀 비율에 따라 내용을 바꾸는 것도�인기가�있는�이유입니
다�

日之影町大字七折3187�1
0982�87�3180
18�00�23�00
不定休
8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이자카야 덴쓰쿠텐
개성파 점장이�제공하는 독특한 메뉴가�인기

이�집 자랑거리

수많은 오리지널 요리�중에서도 �이모무스메�토란요리��
와 �고쇼쿠낫토�오색낫토��가�특히 대표적인�메뉴��이�곳
만의 맛을 못 잊어�다시�찾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高千穂町大字三田井805
0982�72�3858
17�30�24�00
日曜日
5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사케도코로�스이
가격도 저렴하고�양도 많아�이�지역 단골들로
늘 북적이는�가게

이�집 자랑거리

착한�가격에 많은 양��한번 먹으면 잊히지�않는 맛을 자
랑합니다��특히�인기있는 꼬치구이는 숯불로�구워 내어
맛과 향이�풍부합니다�

高千穂町三田井10
090�7456�3708
18�00�22�00
日曜日
20席
없음

이모무스메�495엔��고쇼쿠낫토�1045엔

구시야키�10꼬치��1000엔��치킨난반�7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업소 방문�시�철저한 소독

라멘이자카야 주하치반
라멘은 물론�이자카야 메뉴도�인기

이�집 자랑거리

�하카타돈코쓰 요비모도시� 육수 라멘과�이자카야 요리
가�호평받는 집��인기�코스요리��네기부타나베�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하루 꼬박�고아 낸 육수가�파��돼지고기
와 환상적인�조화를�이룹니다�

高千穂町三田井812�2
0982�83�1018
17�00�22�00（LO21�30）
月曜日
50席
없음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쇼쿠노사토�고쿄
40년 경력의 요리인이�엄선한 제철 먹거리

이�집 자랑거리

채소��육류��생선 등의 식재료는「지산치쇼�地産地
消�」를�고집하고�있습니다�

五ケ瀬町大字三ケ所1287�3
0982�82�0635
11�30�14�00（LO13�30）、
18�00�21�30（LO21�00）
月曜日（不定休あり）
50席
없음

네기부타나베 코스�3500엔�음료・주류무한리필
포함� 지도리스미�닭숯불구이�정식�1300엔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MRT�아나운서 Keiji�Hirosue�추천 저녁식사

이자카야 겐짱
지역농산물을 쓴 제철음식을 꼭 맛보세요�

다카치호규 구시야키�꼬치�2개��7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이�집 자랑거리

입구의�가구라�神楽�탈이�인상적��다카치호규 꼬치
구이는 맛있는 명품쇠고기에 달착지근한�이�집 오
리지널 소스가�환상적으로�어울립니다��다카치호의
맛있는 먹거리를 놓치지�마세요�

高千穂町三田井796�2
0982�72�5224
17�30�23�00
不定休
20席
없음

제가�태어나서 자란�다카치호초에서 오래오래�사랑받아 온 집입니다��떠들썩한 분위기�
맛있는 음식과 술에�기운이�절로�납니다�



UMK�아나운서 Yuki�Takasu�추천 저녁식사

약선수프카레집 메리�게이트
몸에 좋은 먹거리가�신조인�약선야채수프카레

스파이스미트볼 약선수프카레�1400엔

－특히 힘쓰는 방역대책－

철저한�3밀 대책

이�집 자랑거리

7시간 푹�고은 닭뼈국물과 갖은 채소를 써서 만든
약선수프카레��직접 블렌딩한�가람마살라를 넣어
빚은 미트볼도 일품입니다�

宮崎市船塚2�67
0985�41�6249
金～月11�00�21�00（LO20�00）、火・水
11�00�15�00（LO14�00）
木曜日（臨時休業もあり）
25席
없음

채소가�듬뿍��수제미트볼도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오리지널�스파이스로�취향
에 맞게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게재 점포�사진 해설

점심영업 저녁영업 포장�가능 아기의자 있음 주차장 있음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기휴일 좌석수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