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하스코 먹는 법
저희 가게를 찾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착석후, 원하실 경우 음료(요금 별도) 등을 주문하시고,
브라질리안 뷔페의 요리를 자유롭게 가져오세요.
자리로 돌아오시면, 테이블의 YES/NO 칩을 ‘검정색’으로 하시면,
슈하스케이라(슈하스코 전문 웨이터)가 여러분 바로 앞에서 고기를 잘라드립니다.

차례대로 제공되는 고기를 맛있게 드세요.
크기가 큰 고기가 나왔을 때에는,
자르는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집게로 잡아주세요.
고기는 모료(비네가 소스)나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충분히 드신 후,
YES/NO 칩을 ‘하얀색’으로 하시면 고기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원하실 경우,
식사의 마지막에 디저트나 커피 등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요금 별도).

무한 리필 서비스의 제한 시간
런치 타임 90분 11:00-15:00(최종접수14:00)
디너 타임 120분 17:00-23:00(최종접수21:00)
제한 시간이 되면 직원이 알려드리므로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음식과 음료는 가게 안에서만 드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음식과 음료를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FOGO BRAZIL 포고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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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너 메뉴
슈하스코
“FOGO BRAZIL”포고 브라질
"12종류의 슈하스코를 무한리필
약 25종류의 브라질리안 뷔페도 무한리필"

FOGO BRAZIL Churrasco Course
포고 브라질 슈하스코 코스
3,680엔+세금
포고 브라질 슈하스코 코스(만 6세-12세)
1,780엔 + 세금
포고 브라질 슈하스코 코스(만 5세 미만)
무료

비프
Picanha
피카냐(홍두깨살)
Alcatra
알카트라(우둔살)
Fraldinha
프라우지냐(안창살)
Pepper Steak
페퍼 스테이크(우둔살)
Garlic Steak
갈릭 스테이크(우둔살)

포크 & 치킨
Costela de Porco
코스테라 지 포르코(갈비살)
Ombro de Porco
옴브로 지 포르코(목살)
Lingui a
링귀사(돼지고기 소시지)
Cora es de Frango
코라손 지 프랑고(닭염통)
Coxa de Frango
코샤 지 프랑고(닭다리살)

그 밖에
Abacaxi
아바카쉬(파인애플)
P o de Queijo
팡 지 케이주(치즈빵)"

※포고 브라질 슈하스코 코스는 120분 동안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주문은 종료시간 30분 전에 마감됩니다.)
※메뉴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남기실 경우에는 별도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 한 분당 만 5세 이하 한 분이 무료입니다. 두 분 이상일 경우 요금이 발생합니다.

PICANHAイチボRUMPSTEAKランプステーキFLANKSTEAKハラミPEPPERSTEAKペッパーステーキGARLICSTEAKガーリックステーキPORKRIBSポークリブPORKポークBRAZILIANSAUSAGEリングイッサCHICKENHEARTハツCHICKENチキンPINEAPPLEパイナップルCHEESEBREADチーズパン

슈하스코

점심 메뉴
슈하스코
“FOGO”포고
"9종류의 슈하스코를 무한리필
약 20종류의 브라질리안 뷔페도 무한리필"

FOGO Churrasco Course
포고 슈하스코 코스
2,980엔 + 세금
포고 슈하스코 코스 (만 6세-12세)
1,580엔 + 세금
포고 슈하스코 코스 (만 5세 미만)
무료

비프
Picanha
피카냐(홍두깨살)
Alcatra
알카트라(우둔살)
Pepper Steak
페퍼 스테이크(우둔살)
Garlic Steak
갈릭 스테이크(우둔살)

포크 & 치킨
Ombro de Porco
옴브로 지 포르코(목살)
Lingui a
링귀사(돼지고기 소시지)
Cora es de Frango
코라손 지 프랑고(닭염통)
Coxa de Frango
코샤 지 프랑고(닭다리살)

그 밖에
Abacaxi
아바카쉬(파인애플)

※포고 슈하스코 코스는 90분 동안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주문은 종료시간 30분 전에 마감됩니다.)
※메뉴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남기실 경우에는 별도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 한 분당 만 5세 이하 한 분이 무료입니다. 두 분 이상일 경우 요금이 발생합니다.

PICANHAイチボRUMPSTEAKランプステーキPEPPERSTEAKペッパーステーキGARLICSTEAKガーリックステーキPORKポークBRAZILIANSAUSAGEリン グイッサCHICKENHEARTハツCHICKENチキンPINEAPPLEパイナップル

슈하스코

브라질리안 뷔페 포함 미니 슈하스코
Mini Churrasco Courseㅤ
미니 슈하스코 코스
1,790엔 + 세금
미니 슈하스코 코스(만 6세-12세)
1,280엔 + 세금
미니 슈하스코 코스(만 5세 미만)
무료
Alcatra
알카트라(우둔살)
Ombro de Porco
옴브로 지 포르코(목살)
Coxa de Frango
코샤 지 프랑고(닭다리살)
Abacaxi
아바카쉬(파인애플)

迷你烤肉套餐為90分鐘的吃到飽
最後點餐時間為結束前30分鐘
※迷你烤肉套餐为90分钟的吃到饱。（最后点餐时间为结束前30分钟）
若用餐後食物剩餘過多

則將另外酌收費用

※若没有吃完，则可能酌情另外收取费用。

1位大人點吃到飽套餐

可免去1位5歲以下兒童的費用

第2位兒童開始收取餐點費用

※每位成人可免去可带一位5岁以下儿童免费，从第二位儿童起收取费用。

RUMPSTEAKランプステーキPORKポークCHICKENチキンPINEAPPLEパイナップルRUMPSTEAKランプステーキPORKポークCHICKENチキンPINEAPPLEパイナップルRUMPSTEAKランプステーキPORKポークCHICKENチキンPINEAPPLEパイナップルRUMPSTEAKランプステーキ

Mini Churrasco
미니 슈하스코

브라질리안 뷔페
약 20종류의 브라질리안 뷔페 무한리필

1,280엔 + 세금

※브라질리안 뷔페는 90분 동안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메뉴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남기실 경우에는 별도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링크 메뉴
레드 와인
FOGO House Wine Red 포고 하우스 와인 레드 ¥500 + tax
Aurora Varietal Cabernet Sauvignon 아우로라 버라이어탈 까베르네 소비뇽
브라질산, 750ml, 드라이, 12.5％
뒷맛이 진한 드라이 레드와인. 살코기와의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3,500 + tax

El Esteco Don David Malbec Reserve 엘 에스테코 돈 데이비드 말벡 리저브
아르헨티나산, 750ml, 드라이, 14％
와인 평론가와 헐리웃 셀럽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는 고기를 즐기기 위한 와인입니다.

¥3,500 + tax

Carnivor Zinfandel 카니버 진판델
미국산, 750ml, 드라이, 14.5％
육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고기전용 블랙 와인’입니다.

¥4,000 + tax

Matthieu Roux Bourgogne Pinot Noir 마태오 루 부르고뉴 피노 누아
프랑스산, 750ml, 미디엄 드라이, 13％
입에 닿는 느낌이 싱싱하고 경쾌한 매력적인 부르고뉴 와인입니다.

¥4,500 + tax

Casillero del Diablo Reserva Privada Cabernet Sauvignon
까시예로 델 디아블로 리제르바 프리바다 까베르네 쇼비뇽
칠레산, 750ml, 드라이, 13.5％
한단계 위의 와인. 우아한 검은 과실과 바닐라,
삼나무의 복합적인 향에 과실맛과 바디의 고급스러운 밸런스가 절묘한 와인입니다.

白葡萄酒

¥5,000 + tax

白葡萄酒

FOGO House Wine White 포고 하우스 와인 화이트

¥500 + tax

Aurora Varietal Chardonnay 아우로라 버라이어탈 샤르도네
브라질산, 750ml, 드라이, 13％
프루티한 맛과 편안한 뒷맛을 즐길 수 있는, 슈하스코에 딱 맞는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입니다.

¥3,500 + tax

Roche Mazet Chardonnay 로쉐 마제 샤르도네
프랑스산, 750ml, 드라이, 12％
서양배와 신선한 아몬드의 알로마가 인상적으로 입에 머금으면 나무통의 향과 바닐라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매우 부드러운 느낌의 와인입니다.

¥3,500 + tax

Casillero del Diablo Devil's Collection Reserva White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 데빌스 콜렉션 화이트
칠레산, 750ml, 드라이, 13％
한단계 위의 브랜드 와인입니다. 감귤계의 과일과 열대과일,
미네랄 향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향과 발랄한 느낌의 드라이 화이트 와인입니다.

¥4,000 + tax

로제 와인
Casillero del Diablo Reserva Rosé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 리제르바 로제
칠레산, 750ml, 드라이, 13％
입에서 라즈베리와 딸기를 연상시키는 신선한 과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큼한 신맛을 느낄 수 있는 드라이 로제 와인입니다.

¥3,500 + tax

샴페인
Moët & Chandon 모엣 샹동"
프랑스산, 750ml, 드라이, 12％
글래머러스하고 매혹적인 샴페인. 프루티하고 산딸기 같은 향이 강하며,
신선하고 싱싱한 과실맛이 확실하게 나타나 목넘김이 부드럽습니다.

¥10,000 + tax

Moët & Chandon Rosé Impérial 모엣 샹동 로제
프랑스산, 750ml, 드라이, 12％
글래머러스하고 매혹적인 샴페인. 프루티하고 산딸기 같은 향이 강하며,
신선하고 싱싱한 과실맛이 확실하게 나타나 목넘김이 부드럽습니다.

¥13,000 + tax

Veuve Clicquot Ponsardin 뵈브 클리코 퐁사르당
프랑스산, 750ml, 드라이, 12％
뵈브 클리코를 대표하는 깔끔한 드라이 샴페인.
기분좋은 상쾌함과 프루티한 아로마가 두드러집니다.

¥10,000 + tax

Veuve Clicquot Ponsardin Rosé 뵈브 클리코 퐁사르당 로제
프랑스산, 750ml, 드라이, 12.5％
우아하고 고상한 로제. 뵈브 클리코의 스타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로제 샴페인.
숙성된 좋은 향이 입안에 퍼지는 것이 매력입니다.

¥13,000 + tax

Dom Pérignon 돔 페리뇽
프랑스산, 750ml, 드라이, 12.5％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샴페인. 입안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깁니다.
항상 최고의 빈티지만이 돔 페리뇽으로 인정받습니다.

¥30,000 + tax

포고 브라질 스페셜 카이피리냐
브라질리안 칵테일

Traditional Caipirinha
트래디셔널 카이피리냐

Strawberry Caipirinha
스트로베리 카이피리냐

¥800 + tax

¥800 + tax

Pineapple Caipirinha
파인애플 카이피리냐

¥800 + tax

Passionfruit Caipirinha
패션프루트 카이피리냐

Kiwi Caipirinha
키위 카이피리냐

¥800 + tax

¥800 + tax

FOGO Special Caipirinha
포고 스페셜 카이피리냐

Lime Special Caipirinha
라임 스페셜 카이피리냐

Pineapple Special Caipirinha
파인애플 스페셜 카이피리냐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민트)

(라임, 진저, 갈색설탕)

(파인애플, 민트, 벌꿀)

¥900 + tax

¥900 + tax

¥900 + tax

Passionfruit Special Caipirinha
패션프루트 스페셜 카이피리냐

Kiwi Special Caipirinha
키위 스페셜 카이피리냐

(패션프루트, 라임, 벌꿀)

(키위, 스트로베리, 라임)

¥900 + tax

¥900 + tax

스페셜 카이피리냐에서는 베이스가 되는 음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리안 카샤사
・보드카
・일본주 닷사이(獺祭)＋300엔
・무알콜

아와모리
・Chatan Choro - Bottle
・Chatan Choro - Glass

차탄초로 (北谷長老) 1병 ¥4,000 + tax
차탄초로 (北谷長老) 1잔 ¥500 + tax

일본주
・Dassai - Bottle
・Dassai - Glass

닷사이 (獺祭) 1병 ¥6,000 + tax
닷사이 (獺祭) 1잔 ¥700 + tax

맥주
・Orion 오리온 ¥500 + tax
・Asahi 아사히 ¥500 + tax
・Corona

코로나 ¥700 + tax

・Guinness

기네스 ¥700 + tax

그 밖에
・Vodka Cranberry

보드카 크랜베리 ¥700 + tax

・Campari and Orange
・Highball

캄파리 오렌지 ¥700 + tax

하이볼 ¥700 + tax

・Gin and Tonic

진토닉 ¥700 + tax

・Moscow Mule

모스코뮬 ¥700 + tax

・Cuba Libre

쿠바 리브레 ¥700 + tax

・Cassis and Orange
・Mojito

카시스 오렌지 ¥700 + tax

모히토 ¥700 + tax

・Pina Colada

피나콜라다 ¥700 + tax

브라질리안 과일 주스
・Passionfruit 패션프루트 ¥500 + tax
・Pineapple 파인애플 ¥500 + tax
・Guava

구아바 ¥500 + tax
・Mango 망고 ¥500 + tax
・Caju

카쥬 ¥500 + tax
・Cupuaçu 쿠푸아수 ¥500 + tax
・Acerola
・Açaí

아세로라 ¥500 + tax
아사이베리 ¥500 + tax

・Pineapple and Mint 파인애플 민트 ¥500 + tax

소프트 드링크
・Guaraná 과라나 ¥350 + tax

・Coca-Cola 코카콜라 ¥350 + tax
・Sprite

스프라이트 ¥350 + tax

・Ginger Ale 진저에일 ¥350 + tax

・Tonic Water 토닉워터 ¥350 + tax
・Orange

오렌지 주스 ¥350 + tax

・Mate Tea 마테차 (핫/아이스) ¥350 + tax
・Iced Tea 아이스티 ¥350 + tax
・Matcha Tea 말차 ¥350 + tax
・Oolong Tea 우롱차 ¥350 + tax
・Perrier

페리에 ¥500 + tax

・Red Bull 레드불 ¥380 + tax

・Café do Brasil - Pilao 브라질커피 필라오 (핫/아이스)
브라질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커피. 맛이 진하고 향이 깊은 맛입니다.

디저트 메뉴
오늘의 디저트 500엔 + 세금

브라질리안 푸딩

500엔 + 세금

브라질리안 무스

※ 날마다 맛이 달라집니다.ㅤ500엔 + 세금

아사이 볼ㅤ800엔 + 세금
(콘덴스밀크 / 벌꿀)
바닐라 아이스크림(토핑)ㅤ100엔 + 세금

