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bu 牧場 모토부 목장
We deliver beef that one can trust and
genuinely say that it tastes good.

獻上可以讓人安心品嚐並說得出「好吃！」的極品牛肉。
안심하고 '맛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소고기를제공해 드립니다.
The superior quality of Motobu beef is backed by data, starting with
awards from the Okinawa Livestock Show.

擁有在沖繩縣畜產共進會脫穎而出奪下大獎等佳績，這些紀錄足以證明 Motobu 牛的品質已達到相當高的水準。
오키나와현 축산공진회에서의 수상을 비롯해,모토부규의 높은 품질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It is said that what determines the taste of meat is the unsaturated fatty acid. By feeding the cows fermented fodder,
Motobu Farm has succeeded in raising the percentage of unsaturated fatty acid within its beef. Opposed to the average of
55% in general black Wagyu, the black Wagyu from the Motobu Farm has 58%. Its superiority has been proven by an
outstanding performance award from the Wagyu department of the National Marbled Beef Research Society, as well as
awards from such as the Okinawa Livestock Show.

牛肉蘊含的不飽和脂肪酸比例，對其美味度有著絕對的影響力。由 Motobu 牧場出產的牛肉，因為選用發酵飼料來餵養，成功
提高了不飽和脂肪酸的含量。一般來說，黑毛和牛含有的不飽和脂肪酸平均值為 55％，但 Motobu 牧場的黑毛和牛則達到了58％。
從全國霜降牛研究會和牛部門的優秀獎，到在沖繩縣畜產共進會取得榮譽大獎等，碩果累累戰績輝煌，實力無庸置疑。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불포화지방산. 모토부 목장의 소고기는 발효사료를 사용함으로써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을 높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인 흑모 와규의 평균치 55%에 비해, 모토부 목장의 흑모 와규는 58%. 그 실력은 전국 마블링 연구회 와규
부문의 우수상을 비롯해, 오키나와현 축산공진회에서의 수상 등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R aise d in M o t o b u w it h it s
be a ut iful o cean

選在擁有美麗海的本部町飼育
바다가 아름다운 모토부에서
자란 와규

Fe rme n t e d fod d e r, abu n d an t
in ﬁb e rs

使用富含纖維質的發酵飼料

T h e 5 t hings w e
pride o ur s elv es in:

T ho r o ugh p r o d uct io n m anagem ent

徹底落實生產管理

五大堅持

섬유질이 가득한 발효 사료 사용

철저한 생산 관리

모토부규의 5가지 고집

T e n d e r an d swe e t Mot o b u Beef

軟嫩甘甜的 Motobu 牛
부드럽고 달콤한 모토부규

M aint enance m anagem ent o f
s anit ar y b eef cat t le b ar ns

用心保持牛舍乾淨整潔
청결한 사육 공간의 유지 관리

Beef Yakiniku (Japanese BBQ)
牛燒肉

소고기 야키니쿠

An as s or t ed pl a t t er of t he r ecomme n d e d b e e f o f th e d a y wi th 2 ty p e s o f p ri me
be e f a nd 2 t ypes of choi ce beef .

拼盤含本日推薦 2 種頂級牛肉、2 種上等牛肉。

오늘의 추천 특상 2종, 상급 2종 모둠.

Recommended!

推薦
추천

4 types of choicest
beef platter
嚴選 4 種拼盤
엄선 4종 모둠
2 types of prime beef, 2 types of
choice beef, vegetables
2 種頂級牛肉、2 種上等牛肉、蔬菜
특상 2종, 상급 2종, 채소

厳選4種盛り
T h e m a r bling has the rig ht amount mell ow t ast e .
O n e s i m ply cannot have enoug h of the t e n d e rn e ss
a n d t h e r ichness of the fat that expands t h ro u gh o u t
o n e s mouth as one takes a bite.
恰到好處的油花均勻分布，擁有柔和溫潤的好味道。一入口，
軟嫩的牛肉瞬間化開，脂肪更是鮮美甘甜，好吃到令人無法抵抗。

An assorted platter of the recommended beef of the day with 2 types of choice
beef, boneless short ribs and round.

적당한 마블링으로 살살 녹는 맛.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륵 퍼지는 부드러움과
지방의 감칠맛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拼盤含本日推薦 2 種上等牛肉、牛五花肉、牛腿肉。

오늘의 추천 상급 2종, 갈비, 설도의 모둠.

Recommended!

推薦
추천

Prime strip loin
頂級沙朗 특상 서로인(채끝)
特上サーロイン
T h e q u a lity of the meat is extra- ﬁ ne, havin g a t e n d e rn e ss
t h a t ma kes it possible to eat one whole sl ice in o n e bit e
a n d a h aving a texture that melts in on e s mou t h .
A n o n - p e rsistent sweetness ﬁ lls one s m o u t h .
肉質極為細緻，軟嫩到可以一口吃下整整一片，入口後溶於舌尖的絕妙口
感讓人魂牽夢縈，甜而不膩的美味隨之蔓延。
육질이 촘촘하고 한입에 한 장씩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살살 녹는 식감.
은은한 달콤함이 입안에 감돕니다.

Recommended!

推薦
추천

4 types of special beef platter
特選 4 種拼盤 특선 4종 모둠
2 types of choice beef, 2 types of regular beef, vegetables
2 種上等牛肉、2 種標準牛肉、蔬菜

Thin-sliced loin
薄切里肌肉片 샤브 구이 등심

焼きしゃぶロース

*All the prices indicated here do not include tax. *Photos are for illustrative purpose.

※標示價格均為未稅價格。 ※圖片僅供參考。 ※표시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

상급 2종을 포함한 소고기 4종, 채소

特選4種盛り

Beef Yakiniku (Japanese BBQ) 牛燒肉 소고기 야키니쿠
H as less fat and is recomme n d e d for t h o se wh o are h e al t h co n sciou s. Pl e ase
g ive the extra- ﬁ ne and ﬂavorfu l re d me at a t ry .
推薦給喜歡油脂少、想吃得可口又健康的您，歡迎享用紋理細緻、滋味美好的瘦肉。
지방이 적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촘촘한 육질과 진한 살코기의 맛을 즐겨보세요.

Recommended!

Round
牛腿肉 설도

推薦
추천

もも

Choice round
上等牛腿肉 상급 설도

上もも

The marbling is extreme l y b e au t ifu l . Th e fat an d swe e t n e ss of t h e me at
itself is strong and has a me at y , ro b u st t ast e .

A clas s ic f o r yakiniku. I t has a ﬁr m t ext ur e and a s w eet nes s w it h an
o v er all juicy t as t e.

霜降狀的脂肪紋理非常漂亮，不僅油脂豐富，甜味也相當出眾，口感飽滿迷人，味濃醇厚，特徵鮮明。

燒肉中的王道。特徵是口感厚實，肉質香甜多汁。

너무나 아름다운 마블링이 매력. 지방과 단맛이 강하고, 소고기 특유의 맛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

야키니쿠의 대표메뉴. 식감이 살아있고 은은한 단맛도 있는 육즙이 특징.

Recommended!

推薦
추천

Prime boneless short ribs
頂級牛五花肉 특상 갈비

Choice boneless short ribs
上等牛五花肉 상급 갈비

特上カルビ

上カルビ

Uses chuck eye roll. I t is a b al an ce d me at wit h mod e rat e fat an d a goo d ﬂavor.

T he b alance o f f at and r ed m eat is im p eccab le. I t is a r o b us t m eat t hat
has t he r ichnes s o f m eat o ﬀ o f t he r ib s .

選用風味絕佳的牛肩里肌肉，脂肪分布勻稱含量合宜。

肥瘦比例平衡是這道肉品最大的特色。五花肉極為鮮美誘人，味道香醇濃郁。

알목심을 사용. 지방이 적당하고 고기 특유의 향이 좋은 균형 있는 소고기.

지방과 살코기의 밸런스가 절묘합니다. 삼겹살의 감칠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진한 고기.

Choice loin
上等牛里肌肉 상급 목심

Boneless short ribs
上ロース

牛五花肉

갈비
カルビ

Scored boneless short ribs that have been marinated
in a thick sauce. One simply cannot get enough of the
aroma when it is cooking. Cut to your preferred size.
切成蛇腹狀的牛五花肉，以濃郁醬汁醃至入味。燒烤時，醬汁香氣撲鼻而來，
令人流涎咽唾，無法克制。還能依個人需求切成適合的大小，讓您輕鬆品嚐。
농후한 양념에 푹 절인 갈비. 구웠을 때 고소한 향이 너무 좋습니다.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서 드세요.

Marinated ribs
醃漬牛五花肉
항아리갈비

Recommended!

推薦
추천

漬込みカルビ

*All the prices indicated here do not include tax. *Photos are for illustrative purpose.

※標示價格均為未稅價格。 ※圖片僅供參考。 ※표시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

Variety Meat (Oﬀal)
內臟

호루몬(소내장)

牛的小腸。油脂豐厚，肉質軟嫩細膩。由於較容易熟透，
燒烤時請注意控制火侯，稍微烤一會兒即可。

牛的大腸。特徵是油脂適中並帶有嚼勁，可謂是內臟
的王道。好吃的訣竅在於燒烤程度，烤熟一點再嚐更美味。

소의 소장. 지방이 많고 식감은 부드럽습니다. 금방 익기
때문에 구우실 때는 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소의 대장. 적당한 지방과 식감이 특징인 호르몬의 대표
적인 메뉴. 잘 구워서 먹는 것이 맛있게 먹는 비법.

From US

美國產
미국산

美國產
미국산

推薦
추천

Small intestine

Assorted 3 types of variety meat
3 種拼盤 3종 모둠

牛小腸

Large intestine

곱창

ショウチョウ

牛大腸

대창

シマチョウ

3種盛り

T h e ﬁ r s t stomach of a cow. The
r u b b e r y / crunchy texture makes
a ﬁ c i o n a dos g roan with pleasure.
牛的第一個胃。清脆富有彈性，美味程度讓饕客
們忍不住拍手叫好。
소의 제1위. 탄력이 있어, 꼬들꼬들한 식감이
매니아를 감탄시킨다.

推薦
추천

The large intestine of a cow. A classic
for variety meat with moderate fat and
a ﬁrm texture. The trick is to cook throughly.

From US

Recommended!

Recommended!

T h e smal l in t e st in e o f a co w . I t is f at t y
an d t h e t e x t u re is t e n d er . C o o ks eas ily
so be st coo ke d l igh t l y .

The third stomach of a cow. High in iron
and low in fat. Has a light ﬂavor.

The heart of a cow. Low in fat and
known for its rubbery/crunchy texture.

The liver of a cow. High in nutrients
with a rich taste.

牛的心臟。特徵是脂肪少而口感脆嫩。

牛的肝臟。味濃，具有極高的營養價值。

牛的第三個胃。富含鐵質，脂肪含量卻很低，
味道清爽好入口。

소의 심장. 지방이 적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특징.

소의 간. 영양가가 높고 진한 맛.

소의 제3위. 철분이 풍부하고 지방은 적은 편. 깔끔한 식감.

Liver

Omasum

From AU

澳洲產
호주산

Rumen

Heart

牛瘤胃 양

ミノ

牛心 염통

ハツ

牛肝 간

レバー

牛百葉 천엽
センマイ

Pork

豬肉
돼지고기

Pork loin
豬里肌肉

Pork belly
등심

豬五花肉

豚ロース

삼겹살

豚バラ

Others
其他
그 밖에

Grilled Garlic
烤香蒜 마늘 구이
The marbled and fatty core of a cow s tongue.
Has a rubbery/crunchy texture.
牛的舌頭。擷取具肥美霜降的舌根部位，彈脆鮮香嚼勁十足。
지방이 마블링된 우설의 중심부분. 꼬들꼬들한 식감.

Recommended!

推薦
추천

Spicy sausage
辣味香腸

にんにく焼き

매콤 비엔나 소시지

Recommended!

辛口ウインナー

*All the prices indicated here do not include tax. *Photos are for illustrative purpose.

※標示價格均為未稅價格。 ※圖片僅供參考。 ※표시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

推薦
추천

Beef tongue with salt

Sausage

鹽味牛舌 우설 소금양념

原味香腸 소세지

From NZ

紐西蘭產
뉴질랜드산
タン塩

ウインナー

Rice Dishes 飯類 밥 종류

Bibimbap
(Korean mixed rice)
韓式拌飯
비빔밥

ビビンバ

Soups 湯品 스프
Recommended!

Recommended!

推薦
추천

推薦
추천

Yukgaejang gukbap
(rice in yukgaejang soup)

Fried rice

韓式辣牛肉蔬菜湯飯

炒飯 볶음밥

육개장 국밥

チャーハン

ユッケジャンクッパ

White rice (large size)
White rice

Egg soup

Seaweed soup

蛋花湯 계란국

裙帶菜湯

미역국

白飯（大碗）
공기밥(대)

白飯 공기밥

ライス

たまごスープ

ライス
（大）

わかめスープ

Vegetables, Salads 蔬菜、沙拉 채소, 샐러드

Vegetable platter

Mushroom platter

Caesar salad

蔬菜拼盤

蘑菇拼盤

凱撒沙拉

채소 모둠

버섯 모둠

木の子盛合せ

野菜盛合せ

시저 샐러드

Korean style choregi
salad

Cabbage salad with salt
and sesame oil

韓式生菜沙拉
초래기 샐러드(상추 샐러드)

鹽味麻油高麗菜
소금 양배추(참기름)

チョレギサラダ

シーザーサラダ

塩キャベツ
（ゴマ油）

Kimchi, Namul

(Korean spicy fermented vegetables and Korean-style seasoned vegetables)

韓式泡菜＆韓式小菜

김치, 나물

Assorted 3 types of kimchi

Namul

泡菜 3 種拼盤

韓式小菜

김치 3종 모둠

나물
ナムル

キムチ3種盛合せ

Kids' Curry
Nappa cabbage kimchi
白菜泡菜
배추김치

兒童咖哩飯
Recommended!

推薦
추천

Radish kimchi
白蘿蔔泡菜 깍두기

어린이 카레

お子様カレー

カクテキ

Cucumber kimchi
白菜キムチ

小黃瓜泡菜 오이김치

オイキムチ
*All the prices indicated here do not include tax. *Photos are for illustrative purpose.

※標示價格均為未稅價格。 ※圖片僅供參考。 ※표시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

Awamori (Okinawan liquor)
泡盛（沖繩傳統蒸餾酒）
아와모리(오키나와 특산 소주)
Motobu Bokujo (Bottle)
Motobu 牧場（瓶裝）
모토부 목장(1병)

もとぶ牧場ボトル

Motobu Bokujo (Glass)
Motobu 牧場（單杯）
모토부 목장(1잔)

もとぶ牧場（グラス）

Kiku no Tsuyu Brown (Bottle)
菊之露 Brown（瓶裝）
키쿠노 츠유 브라운(1병)

菊の露ボトル

Kiku no Tsuyu Brown (Glass)
菊之露 Brown（單杯）
키쿠노 츠유 브라운(1잔)

菊の露（グラス）

Kiku no Tsuyu V.I.P Gold (Bottle)
菊之露 V.I.P Gold（瓶裝）
키쿠노 츠유 V.I.P 골드(1병)

菊の露VIPボトル

Kiku no Tsuyu V.I.P Gold (Glass)
菊之露 V.I.P Gold（單杯）
키쿠노 츠유 V.I.P 골드(1잔)

菊の露VIP(グラス）

Highball (Whisky and soda),
Chu-hi (Shochu-based cocktail)
威士忌蘇打（Highball）、燒酎調酒（Chu-hi）

Wine, Sake (Japanese rice wine)

하이볼(위스키 소다), 츄하이(일본 소주 칵테일)

葡萄酒、日本酒

Orion Draft Beer (medium-sized mug)

Lonsdale Ridge Shiraz (red)

奧利恩啤酒 Orion Draft Beer（中杯生啤酒）
오리온 생맥주(중)

朗斯代爾山脊西拉紅葡萄酒
론즈데일 리지 쉬라즈(레드)

生中
（オリオンビール）

Orion Draft Beer (small-sized mug)
奧利恩啤酒 Orion Draft Beer（小杯生啤酒）
오리온 생맥주(소)

生小（オリオンビール）

中瓶（オリオンビール）

中瓶（アサヒスーパードライ）

ノンアルコールビール

Suntory Kaku highball
角瓶威士忌蘇打
산토리 가쿠 하이볼

角ハイボール

Mango chu-hi
芒果燒酎調酒
망고 츄하이

鑑賞家酒莊自行車珍藏系列卡本內蘇維翁紅葡萄酒
코노 수르 까베르네 소비뇽 비씨클레타 리제르바(레드) コノスルカベルネ・ソーヴィニヨン

Cono Sur Chardonnay Bicicleta Reserva
鑑賞家酒莊自行車珍藏系列夏多內白葡萄酒
코노 소르 샤르도네 비씨클레타 리제르바(화이트)

マンゴー酎ハイ

アセロラ酎ハイ

本店推薦紅葡萄酒
하우스 와인 레드

久保田 千壽（瓶裝）
쿠보타 센쥬(1병)

Kubota Senju (Glass)
久保田 千壽（單杯）
쿠보타 센쥬(1잔)

*All the prices indicated here do not include tax. *Photos are for illustrative purpose.

ハウスワイン
（白）

Kubota Senju (Bottle)

Lemon chu-hi
레몬 츄하이

※標示價格均為未稅價格。 ※圖片僅供參考。 ※표시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

ハウスワイン
（赤）

House wine (white)

檸檬燒酎調酒
レモン酎ハイ

コノスルシャルドネビシクレタ・
レゼルバ
（白）

House wine (red)

本店推薦白葡萄酒
하우스 와인 화이트

Acerola chu-hi
西印度櫻桃燒酎調酒
아세로라 츄하이

ロンズデイル・リッジ・シャルドネ
（白）

ビシクレタ・レゼルバ
（赤）

Non-alcoholic Beer
無酒精啤酒
무알콜 맥주

朗斯代爾山脊夏多內白葡萄酒
론즈데일 리지 샤르도네(화이트)

Cono Sur Cabernet Sauvignon Bicicleta Reserva (red)

Asahi Super Dry Beer (medium-sized bottle)
朝日啤酒 Asahi Super Dry（中瓶）
아사히 슈퍼 드라이 병맥주(중)

ロンズデイル・リッジ・シラーズ
（赤）

Lonsdale Ridge Chardonnay (white)

Orion Draft Beer (medium-sized bottle)
奧利恩啤酒 Orion Draft Beer（中瓶）
오리온 병맥주(중)

와인, 사케(일본술)

久保田
（千寿）
ボトル

久保田
（千寿）
グラス

Soft drinks

Coﬀee, Tea

無酒精飲料 소프트드링크

咖啡、紅茶

Cola

Iced coﬀee

可樂 콜라

冰咖啡
コーラ

Ginger ale
薑汁汽水

ジンジャーエール

Pineapple juice
鳳梨汁

パイン

Guava juice
芭樂汁

핫커피

ホットコーヒー

아이스티

アイスティー

Hot tea
熱紅茶

구아바

アイスコーヒー

Iced tea
冰紅茶

파인애플

아이스커피

Hot coﬀee
熱咖啡

진저에일

커피, 홍차

홍차

グアバ

紅茶

Passionfruit juice
百香果汁

패션후르츠

パッションフルーツ

Mango juice
芒果汁

甜點

망고

マンゴー

Vanilla ice cream

Fresh acerola juice
新鮮西印度櫻桃汁

Desserts

아세로라 프레쉬

アセローラフレッシュ

Oolong tea
烏龍茶 우롱차

香草冰淇淋
バニラアイス

Okinawan lime sherbet
ウーロン茶

香檬雪酪

シークワーサーアイス

Jasmine tea
茉莉花茶

산핀차(쟈스민차)

さんぴん茶

*All the prices indicated here do not include tax. *Photos are for illustrative purpose.

※標示價格均為未稅價格。 ※圖片僅供參考。 ※표시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

Since our founding, it has been four and a half centuries with a single-minded devotion to the livestock
industry in nature-abundant Motobu. As the times have changed, we have faced many challenges, such as
caring for the environment and passing strict safety standards for our beef. Throughout all of that, we
executives have strived everyday as a whole and have managed to complete a system for the breeding to
the raising of Black Wagyu, up to the management of restaurants.
First and foremost is that our beef is Beef that is safe and tasty. Furthermore, under the theme of being
good for both humans and the environment, we have constructed a circulating agricultural system with
the environment in mind. Moreover, by partnering with breeding farms, we plan to send excellent locally
bred calves under the high-quality Motobu brand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We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so that Motobu Beef will become a brand that is trusted by its consumers.
自本公司成立以來，已走過四分之一個世紀。在深受豐饒大自然所惠的本部（Motobu）町，我們始終心無旁
鶩地致力於畜牧業的發展。隨著時代變遷，我們也面臨了各種新的挑戰，對環境更審慎地考量、想方設法達到
嚴格的牛肉安全標準等，諸多難題接踵而來。最終在全公司上下一心，日復一日的努力之下，才完成了如今黑
牛和牛養殖、飼育到餐廳經營這一系列的成就。
其中最重要的是，我們堅持以「安全可靠讓人放心的美味牛肉」為目標，妥善地維護管理。並設下「對人類與
大自然溫和友善」的主題，建構保護生態環境的循環型農業系統。此外，我們還與當地養殖戶合作，計畫將當
地產優良幼牛打造成高品質的 Motobu 品牌，銷往日本全國乃至全球。我們將繼續努力讓「Motobu 牛」成為
值得所有消費者信賴的品牌，不斷追求更深一層的進步。
창업 이래, 자연 가득한 모토부초에서 축산 한길만을 걸어온 지 25년. 환경에 대한 배려와 소고기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하는 등, 시대의 변천과 함께 많은 과제에 직면해왔습니다. 그런 와중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매일
노력해온 결과, 흑모 와규의 번식부터 사육, 레스토랑 경영까지의 시스템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맛있는 소고기'일 것. 또한 '사람은 물론 자연에게 좋은 것'을 테마로,
환경에 배려한 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번식 농가와도 연계하여, 지역산 우량 송아지를
고품질의 모토부 브랜드로서 일본은 물론 해외에도 전개할 생각입니다. '모토부규'가 소비자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CEO Taiji Sakaguchi 代表董事 坂口泰司 대표이사 사카구치 타이지
National Federation of Livestock Agriculture Cooperative Associations, Beef Carcass Show
2nd Division Black Wagyu Steer Category
2013 年度日本全國畜產農業合作社聯合會肉牛屠體共進會第二部黑毛和牛種去勢牛部門
2013년 전국축산농업협동조합연합회 육우지육공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